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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핸드메이드의 트랜드와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담론-정책

제안-연구 등 다채로운 학습과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학술 행사를 ‘서울핸드메이드포럼'으로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그 논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세번째를 맞이한 서울핸드메이드포럼은 흥미로운 주제 두가지를 준비하였습

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바우하우스를 통해 오늘날의 공방과 공예 - 디자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전망 해보고, 수제작(핸드메이드)이 단순히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사물의 내적 

설계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는 곧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

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보고 만지며 즐기는 핸드메이드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자리, 서울핸드메이드

포럼에 함께 해 주세요.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

포럼1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기술 환경을 다루는데 과거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록 기술미디어를 꽤 잘 다루지만 그것의 설계를 이해하거나 그것의 내적 

동학을 파악하는데 갈수록 서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 진화와 리터러시(문식

력)가 서로 정비례 관계라고 봤던 기존의 낙관론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리터러시는 단순히 특정 기계나 미디어를 잘 쓸 줄 아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이

르게 합니다. 오히려 이는 사물과 기계의 심층 구조와 이면의 논리를 간파하는 데서 찾을 수 있

다고 봅니다. 수제작은 이제까지 창제작 행위에서 이용하고 만드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리터러

시 패러다임을 뒤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서 기술 세계의 ‘암흑상

자’ 속을 들여다보는 탐색 과정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내적 설계의 의미를 비

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리터러시 전환의 시각에서 사물 성찰의 가치를 따지는 새로운 창제

작 교육법도 요구됩니다. 수제작은 이 새로운 리터러시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다고 봅

니다. 새로운 수제작의 의미 생산과 관련해 이론과 현장 부문에서 고민했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를 매개한 리터러시의 동시대적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하시고,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14:00~16:30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비즈니스 라운지

기조발표

수제작과 사물성찰의 리터러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1부 : 리터러시의 심연

놀이(터)와 리터러시 ㅣ 김성원 (생활기술과 놀이멋짓 연구소장)

다르게 접합하기 ㅣ 최빛나 / 송수연 (언메이크랩)

메타미디어 엑서사이즈(Metamedia Exercises)

: 컴퓨팅 사유의 근육을 키우는 7가지

ㅣ 김승범/후니다킴 (프로토룸)

2부:  리터러시의 확장 

공작과 기술 리터러시 ㅣ 호랑 (릴리쿰)

여성기술과 리터러시 ㅣ 전유진 (여성기술랩) 

게임 수행과 페다고지 ㅣ 전은기/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3부: 종합토론 

발표자 전원 및 참석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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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작과 사물성찰의 리터러시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이광석 ㅣ 서울과학기술대

기조발표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포럼1.

수작과 리터러시

초창기 문해력 혹은 문식력(리터러시 literacy)의 출발은 일간지 신문을 읽고 독해하

는 능력을 지칭했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신문 글에서 흔했던 한자와 혼용된 시사 문

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란 그리 일반인에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 문식

력은 대중의 문맹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국민 국가 계몽 프로젝트와 같았다. 인민들

이 호응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공동 말길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가 주창하는 제도나 계몽

의 사안에 그 어떤 통치성의 논리도 작동하기 어려웠던 까닭이었다. 

애초 리터러시가 대중의 문자 해독력을 진흥해 계몽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목적을 지

녔다고 하지만, 오늘날 신생의 다양한 뉴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대중의 개성이 두드러지

면서 리터러시 개념이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즉 리터러시라 함은 새로운 미디어를 매

개해 개인에게 입력되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율적 수용 방식과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달리 말해 이용자가 미디어 상징이나 약호를 수용하

고 해석하는 능력, 즉 미디어 수용 주체의 능동적 해석 능력을 주로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다. 좀 더 최근에 와서는, 리터러시는 이용자의 해석적 능력에 덧붙여 ‘생산자적’ 지위(콘텐

츠와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 등)를 강조하면서 좀 더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 이와 같은 리터러시의 용법을 갖고 과연 우리의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신생 기술의 파고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나는 동시대 테크놀로지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작(手作)’을 매개해 기존 

리터러시 개념을 재조정하고 질적인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가 이 글에서 

언급하는 ‘수작’은 손과 몸으로 기계와 사물을 더듬어 성찰적 지혜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혜의 길을 막는 기술 질서에 비판적 딴죽을 거는 ‘수작酬酌’질이기도 하다.
1)
 이 글

은 ‘수작’이 뉴미디어 환경과 ‘신기술’ 혹은 제4차산업혁명 요소기술로 불리는 오늘날 테

크놀로지의 과잉 환경 속에서 ‘이용자 연구’,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가 지닌 해석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촉매 역할을 찾는데 있다. 이 글은 시론적이나마 우리를 둘러싼 기

1)

 ‘수작’의 동시대적 기술 해석과 

실천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광석,장훈교,최혁규,신현우,박소

현,언메이크랩,전승일,김성원 지음 

(2018). 『사물에 수작 부리기 – 손과 

기술의 감각, 제작 문화를 말하다』, 

안그라픽스 참고.



7

술에 대한 ‘성찰 탐색적’(tinquiry; tinkering as inquiry)이고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태도

로써 ‘비판적 수작’ 행위를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갖는다. 

수작을 통한 리터러시 확장

초창기 이용자연구 논의만 보면 이렇다. 이용자는 특정 매체가 유포하는 상징과 기호

에 끊임없이 동원되고 훈육된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매체가 한 사회에 도입되어 소비 시

장이 창출되면 이에 맞춰 초기 혁신적 이용자가 형성되고, 뒤이어 수용 능력의 확장이 이

뤄진다는 식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구입 의사가 없거나 뒤늦은 이용자는 사회 

흐름에 뒤처진 게으른 자(굼뱅이, laggard)로 취급된다. 주로 이와 같은 기술주의에 기댄 

인과론적 해석들이 오랫동안 학문장을 지배해왔는데, 이를테면 ‘개혁과 확산’ 논의가 이

의 대표적 이론 가설이다. 이 가설 아래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수동적 주체로서 납작하게 

평준화되고, 일부 그룹이 개혁을 주도하면 일반 대중이 따르는 숙명의 미디어 확산론만

이 유망하다. 

오늘날 진화한 이용자연구라 하면, 초기와 달리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역사 

속 주체의 미디어 감각 변화, 미디어 주체의 지위, 취향, 태도는 물론이고 주체 감각을 형

성하는 사회문화사를 꼼꼼히 살피는 연구 영역이라 볼 수 있다. 근래 이용자연구는 기술

미디어 이용자들의 능동적 자율 능력에 주목해 콘텐츠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주체의 자

율적 능력을 조망하는데 충실하다. 가령, 2000년대 중반 뉴미디어 이용자 경험과 소비

를 매개한 팬덤 문화를 중시했던 미디어 문화연구자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의 이용

자연구 경향도 이의 대표적 시각이라 볼 수 있다.
2)

 

그렇지만 기술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자율의 권능만 얘기하기에는 현

실의 기술 논리는 그리 녹녹치 않다. 사실상 현대인들이 미치는 기술미디어의 제어력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 시대에 비해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활동하

며 정보 추구를 행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기가 막히게 쓰는 이용자들의 

모습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칠 수 있을까? 동시대인들이 뉴미디

어를 잘 다룰지는 몰라도 그것의 설계나 동학을 이해하거나 고쳐 쓰는 데는 오히려 옛사

람들에 비해 더 서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제는 뉴미디어 진화와 미디어 문식력을 정비례 관계로 보는 이용자연구의 근본 가

정을 수정해야 한다. 모든 사물이 미디어가 되고 각종 테크놀로지와 혼종화 하는 현실에

서 보자면, 미디어 기기를 현란하게 쓰고 잘 편집된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며 특정 콘텐

츠에 비판적 논평을 행하는 ‘능동적’ 이용자들의 모습에서 리터러시의 최대치를 보아서

는 곤란하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나 출중한 제작 능력에 집중해 이용자 

2)

 Jenkins, Henry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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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를 높게 사는 것은, 오늘의 신기술 정세로 보면 꽤 단편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기술 주체의 역량은 우리의 삶과 신체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총체화된 기

술미디어의 깊이를 이해하고 숙고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이 아닐까? 이 지점에 새로운 문식

력의 확장이 있다고 본다. 거의 모든 사물이 미디어가 되어가고 그들 스스로 말을 걸고 온

갖 사물들이 연결되는 바깥이 없는 테크노 현실에서, 즉 이미 우리의 ‘환경’이 된 테크놀

로지 현실에 대응한 주체의 구조적 이해와 기술미디어 성찰 능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리

터러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래서, 새로운 리터러시의 방향은 요새 교육 현장에서 난

리법석인 데이터와 정보 기술의 변조 및 코딩 학습 능력을 넘어선다. 무엇보다 현실 기술

미디어 지형에 관한 ‘비판적’ 기술 해석은 물론이고 주류 기술미디어 발전에 개입하고 다

른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방법의 구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

으로 이는 자본주의 테크노권력의 기술설계와 디자인에 문제 제기하고 공생의 가치 아

래 재설계하려는 대안 기획에도 열려 있다. 

‘수작 리터러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크게 일고 있는 ‘코딩’ 붐에서, 코딩 행위란 유무형의 사물 

기계를 갖고 창의적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코딩 학습

이 최소 수준의 문식력, 즉 동시대 컴퓨터 언어를 읽고 쓰는 정도로 보는 협소한 해석 방

식에 머무른다는 점에 있다. 코딩의 기능과 실용 교육을 넘어서는 기술과 사물의 형세 파

악의 리터러시가 필요한 지점이다. 수작 리터러시의 존재 근거는 이에 근거한다. 왜냐면 

수작은 “인간 두뇌와 양손을 써서 사물의 본성을 더듬고 변형을 가하는 능동의 과정이

며, 이 과정에서 신체가 얻은 성찰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사회적 실천 행위”이기에 그

러하다.
3)

 수작은 대상을 만져가며 누군가 목적하는 기능과 실용의 방법을 획득하는 차

원 보다 상위에 놓인 사물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며 느끼는 희열과 각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수작 리터러시는 구조와 물질세계의 이치를 진지하게 따져 묻는 비판

적 탐구에 해당한다.
4)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수작 리터러시는 기존의 이용자 리터러

시 연구가 놓치고 있는 새

로운 단계에 해당한다. 즉 

수작은 리터러시 연구가 

현재 ‘행위’ 층위에서 맴돌

면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주체 ‘성찰’의 

단계라 볼 수 있다. 

3)

 이광석 외, 앞의 책, 19쪽.

4)

 수작에 대한 유사한 관점으로, 

크로포드, 메튜 B. (2017). 『손으로, 

생각하기』, 윤영호 옮김, 사이, 

<그림 1> 리터러시 연구의 층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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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에서 ‘손(手)’은 물리적 신체의 일부이자 연장이기도 하고 제작 활동을 하면서 끊

임없이 뇌와 연결되면서 사물의 원리를 체득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손은 미세한 신경들

로 이뤄진 감각의 처소이자 사물을 더듬어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생명 기계 장치이

자 사물의 이치를 얻기 위한 외부 자원의 수집처이기도 하다. 수작의 본뜻은 직접 손을 

써서 만드는 작위 행위를 지칭하지만, 본래 숨은 뜻은 손제작 그 너머 주체 성찰의 지혜에 

이르는 의식화 과정에 있다. 후자에 방점이 찍힌다는 점에서, 수작이 그저 로우테크의 굴

레에 갇혀 있으면서 신종 테크놀로지에 반하는 과거로의 회귀나 반문명론이 아님을 주지

해야 한다. 오히려 수작은 하이테크 질서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자율적 힘을 구성하는 

동력으로 봐야 한다. ‘암흑상자’로 꼭꼭 싸매져 있는 현실 사물 테크놀로지의 이치와 설

계를 깨닫다 보면 사물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의 방향이나 전망을 자연스레 찾게 된다. 이것이 수작이 현대인에게 줄 수 있는 사회 변화

의 힘이다. 

결국, ‘수작 리터러시’는 손을 매개한 수행 과정을 통해 인간인 우리를 둘러싼 사물에 

대한 지혜와 성찰에 이르는 주체 역량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가 무엇

인가를 만드는 제작 ‘행위’에 열광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작 리터러시의 내포적 뜻을 읽어

내지 못한 소산이다. 수작 리터러시는 단순히 만드는 창제작 행위의 즐거움을 넘어서 인

간 문명의 기술 디자인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주체의 성찰적 안목을 배양하는 길잡

이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작 리터러시의 몇 가지 함의들

리터러시 연구와 관련해 ‘수작 리터러시’가 새롭게 제기하는 함의들을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함의를 보자. 애초 이용자 연구의 확장, 특히 기존 리터러시 접근

은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기술미디어 행동주의’의 이론적 틀을 짤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작 리터러시가 곧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용도변경하거나 새롭

게 개조하는 ‘재설계’의 적극적 행위를 유발한다면, 이는 기술미디어 일반에 대한 개입과 

실천적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물리적 손작업만 갖고 기술 현실을 해석하기에 동시대 사물 질서는 너무도 복

잡다기하다. 이를 위해서는 손에서 몸, 그리고 뇌에 이르는 성찰력의 의식 회로에 좀 더 심

도 있게 접근하는 비판기술이론적 성과들을 접목해야 한다. 가령, 과학기술학, 기술철학, 

기술비판이론, 미디어고고학, 기계비평, 플랫폼연구, 사물학, ‘물성(materiality)’ 연구
5)

, ‘사

물 사색(material speculation)
6)

’, 뉴미디어 예술, 적정기술, 포스트휴머니즘, 디지털인문

학,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
7)

, (정보)커먼즈 연구, 탈성장론과 부엔 비비르(Buen 

5)

 대표적으로 Bennett. Jane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참고.  

6)

 Ron Wakkary, William Odom, 

Sabrina Hauser, Garnet Hertz and 

Henry Lin, (2015). pp.“Material 

Speculation: Actual Artifacts for 

Critical Inquiry.” Aarhus Series 

on Human Centered Computing, 

1(1): 97-108.  

7)

 인류세란 개념은 2000년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Paul Crutzen)이 내뱉은 

용어, ‘인류(anthropo-)’와 시대, 

‘세’(epoch; -cene)가 합쳐져 이룬 

말이다. 이는 지구 역사에서 과거 

어떤 시대 보다 인간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시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지난 1만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홀로세에 이어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지칭한다. 

인류세는 인간이 이뤄낸 문명에 

대한 역사적 상찬이라기 보단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과학기술 문명의 

폐해로 인해 지구시스템 전반에 

온난화, 재난, 파괴, 종 파괴와 

멸종 등 균열 상황이 도래했음을 

뜻하고, 급기야 지구 행성과 인간 삶 

자체의 절멸 상황에 대한 대표어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과학』 (2019) 

‘인류세’ 특집 봄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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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r)
8)

, 생태 ‘회복력(resilience)’과 제 3섹터 연구, 애드호키즘(adhocism)
9)

 등 수작의 사

물 비판적 상징성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이를 좀 더 확장된 논의로 이끄는 인접 학문들과

의 무수한 교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수작 리터러시는 이를 통해 기존 리터러시 논의를 

질적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리터러시 범주를 아예 넘어서서 일종의 ‘비판 사

물학’적 차원의 이론 논의를 새롭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수작 리터러시의 사회적 함의도 살펴볼 만하다. 수작을 통해 인간은 밖에서 주

어지거나 강요된 사물 질서 대신에, 사물과 자신, 그리고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

도하려 한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타자와 공통화해 사물의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공

생 혹은 공존(conviviality)’을 이루는 연대의 과정까지도 이끌 수 있다.
10)

 <그림 2>의 우측 

연결 고리들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 사물과의 ‘관계성’ 재구축은 타자와의 협력적 관계와 

더불어 그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자립’과도 정(正)적 관계를 유지한다. 즉 우리 주의를 둘러

싼 사물과의 앙상블적 공존, 즉 다른 인간들과 인간 아닌 것들과의 공생와 협력의 감각을 

배양하는 일은 곧 스스로 사물 관계 속 주체의 자립 또한 굳건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 

8)

부엔 비비르는 ‘좋은 삶’이란 뜻으로, 

개발과 성장을 지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구추하려는 남미 생태운동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디나스, 

에드아르도 (2018). 『부엔 비비르』, 

자코모 달리사 외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옮김, 그물코, 

356-362 참고.

9)

 ‘애드호키즘’은 과거의 누적된 

기술 경험에 신생의 보완적 

‘추가 아이디어나 발명(add-

ons)’을 접합해 새로운 의미의 

사물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 

자세한 논의는, Charles Jencks 

and Nathan Silver, Adhocism: 

The Case for Improvis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3 참고.

10)

 Illich, Ivan (1973). Tools for 

Conviviality. New York: Harper & 

Row.

다른 한편으로, 수작 리터러시 배양은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동시

에 지식 생산 과정에서 풀뿌리 대중의 지식 생산과 시민 지식을 포괄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 확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좌측 연결체 참조). 기술 수행적 평등 조건을 강조하는 

수작 리터러시의 맥락 아래에서는 기존의 권위적 지식 체계가 강제하는 방식과 달리 ‘포

크소노미(folksonomy)’에 기초한 일반 시민들의 몸에 쌓인 경험과 지식, 즉 ‘암묵지(tacit 

knowledge)’ 생산의 논리와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존중받는 대안의 기술문화가 주목받는

<그림 2> 수작 리터러시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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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ited and translated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2)

 현대 사회에서 사물의 빠른 폐기를 

‘좀비’로 묘사하고 이들로부터 

대안적 쓸모를 발견하려는 사물 

‘고고학’에 대한 논의는, Hertz, 

Garnet and Jussi Parikka, (2012). 

“Zombie Media: Circuit Bending 

Media Archaeology into an Art 

Method,” Leonardo, 45(5): 424-

430.

13) 

릴리쿰 (2016), 『손의 모험』, 

코난북스, 35쪽.

다. 그람시의 용어로 보면
11)

, 수작의 수행 방식은 엘리트 지배의 기술사회에서 ‘서발턴(the 

subaltern)’을 가시화하고, 이들 비주류 계층의 경험과 시각을 공식 학문의 자장 안에 확보

하는 기술 대안적 균형감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령, 수작 리터러시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아래 쓸모를 다했다고 여겨져 폐기된 ‘좀비미디어’를 재가동 하고
12)

, 고장 난 오

래된 것을 다시 고쳐 쓰며 사물의 활력을 부여하고, 주어진 생태 환경을 고려한 적정기술

을 도입하고, 인류세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탈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등등 주류 테크

노자본주의 질서의 기술 벡터(지향)를 구부릴 수 있는 기술비판적 가치들을 양생한다.     

마지막으로, 수작 리터러시가 지닌 기술 실천적 확장성이다. 수작 리터러시가 사물 설

계와 논리의 구조적 이해와 성찰에 도달하는 비판적 방법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곧이어 정

해진 쓰임과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사물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바꾸어가는 실천 행위와 쉽

게 맞닿아 있다.
13)

 즉 수작 리터러시는 권력과 테크놀로지의 문제 혹은 기술의 정치적 속

성에 대응한 기술실천 문제를 뒤이어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작 리터러시는 사물

과 몸이 부딪히며 얻는 깨달음이나 구도의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이로부터 얻은 대자적(對

自的) 성찰력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행하려는 현실 변화의 실천론이기도 하다. 실천의 방

도에 정해진 길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 질서에 대항한 실천적 경험들은 오늘날 

수작 리터러시의 실천을 확장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정보공유운동, 뜨개행동

주의(craftivism), 수공예운동, 자가제작(DIY),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자유·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운동(FLOSS), 전술미디어(tactical media), 문화간섭(cultural 

jamming), 해커 행동주의(hacktivism), 탈성장(de-growth)운동, 비판적 제작운동, 제작

행동주의(maktivism), 해커주의, 아방가르드 운동, 고칠 권리, 대안미디어, 정보인권운동 

등은 이의 중요한 역사 실천적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수작 리터러시는 사물 실천의 

전법을 짜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부터 시민이 주축이 된 다양한 대안적 기술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미디어 운용이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코딩 및 민주적 기술디자인 설계 개

입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연관된다. 

테크노자본주의와 수작 리터러시의 지위

종합하면, 이 글은 이용자의 코딩 제작 능력에서 오는 생산자적 지위에 열광하는 동시

대 현실과는 다른 경로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1>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리터

러시의 ‘해석’ 단계쯤 어디에 머물고 ‘성찰’ 단계로의 진입이나 전망은 아예 답보된 듯 보인

다. 소위 밖에서 수입된 ‘메이커운동’만이 요란하고 이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수작의 의미도 프리랜서 기술 노동시장으로 퇴색하는 모양새다. 정말로 우리

네 수작은 일종의 ‘고용 없는’ 프리랜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현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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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미디어 지형에 관한 ‘비판적’ 기술 해석, 생산, 제작 능력과 기술대안적 성찰과는 무관한 

행로다. 

<그림 2>는 수작이 지닌 1차원적 표면들, 즉 손, 장인, 기술, 생각을 넘어설 때, 2, 3차

의 다음 연결 고리와 내포적 의미들로 연결해 이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가령, <그림 2>의 상단 연결체는, 수작을 통해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쓰며 생각할 때 개

별 주체는 각성에 이르며, 수작이 일종의 사물을 읽는 방법이 될 때 고유의 문식력으로 이

어지며, 또 한번 기술에 대한 성찰과 사물에 대한 통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

인들이 고도의 신기술을 단순히 손과 몸을 써서 만져 고치거나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사물 테크놀로지와의 씨름에서도 우리는 

동시대 기술미디어 문명에 대한 구조적 강렬도를 느끼거나 비판적 성찰에 이르는 체험을 

수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해커 수준의 기술 전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오

늘날 인간은 주류 지배적 기술력에 준하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출 것을 요한다기 보단 퇴화

된 몸의 감각을 새로이 해 구조적 이해와 몸의 각성을 얻는데 힘주어야 한다. 

가령, <그림 3>에서 보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란 주류 지배 기술 질서의 광풍 아래

에서 도통 이들 기술에 대해 시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메이커운동, 인

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플랫폼 공유경제 등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힘든 형국이다. 도대체 수작 리터러시로 이 고도의 신기술

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고도로 집적된 신기술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수작 리터러시의 쓰임새는 이에 요긴하다. 한편으로, 이들 신기

술에 흡수되어 시스템의 관련 기능을 익히려는 직능적 접근과 거리를 둬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 4차산업혁명의 요소 신기술은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기술 권리 행사와 기술 역량

의 배양이란 시각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물론 일반 시민과 달리 관련 기술 전문가들은 

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민사회적 가치를 틈입하는데 힘써야 한다. 

수작 리터러시는 이들 기술의 사회적 형성을 시민 민주주의의 활력으로 재해석하는 

일에 복무한다. 다시 말해 수작 리터러시는 주류 신기술들의 대안 목록이 무엇일지를 파

악해 사회적 기술 진화 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실천력을 구상해야 한다. <그림 3> 하단의 

몇 가지 시민사회 가치 지향의 기술 가치 목록은 사실상 주류 기술 질서의 대안 경로에 해

당한다. 가령, 수작 리터러시와 메이커운동의 관계 재설정을 한다고 치자. 단순히 메이커

운동의 현재 지향인 ‘고용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시장 덩치를 키우는 일이나 현대판 ‘창의

력’ 노동착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술의 양가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메이커운

동을 재전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시민들은 수작 리터러시를 통해 사물에 대한 기술감각

을 획득하며, 소비 자본주의의 ‘폐기 문화(throwaway culture)’와 싸우며, ‘메이킹’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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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기술과 수작 리터러시의 위상

변경해 공생의 기술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

 신기술 과잉의 파도에 압도되거나 휩쓸려가는 후기자본주의의 인간 신체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공 신화 외에 다른 어떤 꿈도 부질없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

서 이를 기술미디어 리터러시의 목표나 원형으로 삼는다면 그처럼 우울하고 서글픈 일은 

없을 것이다. 수작 리터러시는 잘 꾸미고 공고한 듯 보이는 자본주의 기술권력 장에 틈을 

벌리는 비판적 독법이 되어야 한다. 결국, 수작 리터러시는 이용자 연구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학문적으로 리터러시 연구는 사물의 지혜를 터득하는 ‘사물학’이 되느냐 아니

면 이용자 추수주의에 머물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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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와 리터러시 김성원 ㅣ 생활기술과 놀이멋짓 연구소장

놀이가 없다면 모든 분야의 리터러시(Literacy)는 제한된다. 놀이는 아이들이 태어

나 난생 처음 접해보는 당혹스런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세상

에 나와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자신의 행위능력과 사물과 도구를 사용할 능력, 즉 삶의 기

술을 흉내 내며 키워가며 통과해야할 의식이다. 이러한 놀이야말로 다양한 리터리시

(Literacy)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리터러시는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

와 해석’, ‘표현, 묘사’, ‘사용과 행위’ 능력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놀이를 통해 함양되는 능

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놀이와 언어적 리터러시’, ‘놀이와 신체적 리터러시’, ‘기

술놀이와 제작 리터러시’, 놀이(터) 이해와 사용을 위한 ‘놀이(터) 리터러시’ 네 가지 주제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놀이는 전통적 의미의 언어적 리터러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은 놀

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묘사하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능

력을 키운다. 처음에는 글자와 단어들을 뒤죽박죽 사용하지만 점차 순서를 갖는 논리적

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어간다. 특히 연극적 놀이, 상상 놀이, 역할 놀이는 표현능력

을 키우는 기초가 된다. 연극적 놀이는 상황 제시, 상상, 역할, 상징을 놀이 활동에 동원한

다. 물리적으로는 분장, 가면, 소품, 인형을 자주 사용 한다.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 빠져들

어 주인공이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어진 역할을 맡아 대사를 읊으며 언어적 

능력을 훈련하고 서사를 이해하며 단편적인 이해에서 종합적인 이해로 발전시킨다. 무대 

배경과 이야기 속에서 공간적이며, 추상적이며 종합적인 맥락, 연관 또는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대사의 의미를 전체로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운다. 

이러한 연극적 놀이의 가능성에 주목한 단체로 호주의 ‘Pop Up Play’를 들 수 있다. 이들

은 연극과 놀이를 결합한다. ‘Play’가 연극과 놀이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

은 우연이 아니다. 어디 이뿐이랴.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놀면서 소통 기술을 익히고 사물

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놀이의 규칙을 협상한다. 가볍고 어설퍼 보이는 아이들의 말싸

1부 : 리터러시의 심연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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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언어발달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놀이 활

동을 부모에게 설명한다. 아이들은 낙서놀이를 하면서 기록하고 사물의 목록을 적는 것

을 좋아한다. 낙서 놀이, 낙서 본능이야말로 아이들의 놀이와 리터러시가 통합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아이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점차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익힌다. 

과거 놀이와 관련해서 신체적 기능(Physical Skill)이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최

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와 교육부서, 놀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유

행어는 신체적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다. 사실 ‘Physical’이란 단어는 신체적이란 

뜻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단어는 신체적이란 뜻 외에도 물리적, 구체적이란 뜻을 동시

에 지닌다. 신체적 리터러시는 단지 이동이나 운동 기술만을 뜻하지 않는다. 놀이가 신체

적이며,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리터러시를 키운다는 것은 실제 어떤 의미일까? 

놀이의 신체적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 

개념은 ‘움직임 어휘력(Movement vocabulary)’이다. 문자를 읽고 이해하고 쓰고 표현

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풍부한 ‘움직임 어휘’가 필요하다. 이것은 육체적 표현, 신체적 이동 기술, 움직임, 운

동 기술 뿐 아니라 신체적 활동이 이뤄지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즘 아이들은 점차 스마트폰과 가상 게임에 빠져 신체적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다. 신체적 문맹인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움직여

야 할지, 색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른다.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적 어휘력을 키우고 신체적 리터러시를 발달시키는 가장 적합

한 방법이다. 아이들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놀이 공간, 놀이 기구, 놀이 환경 속에서 물

성과 형태를 갖는 다양한 놀이 재료들을 가지고 논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공간과 환

경, 놀이 재료들을 탐색하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이

러한 공간적, 물질적 또는 몸을 통해 체감하며 파악하는 물리적 이해력을 신체적 리터러

시는 포함하고 있다. 아이들은 거친 바위, 깊은 강, 미끄러지는 모래, 가파른 경사, 폭 넓은 

개울, 자갈밭, 좁은 통나무, 흔들거리는 밧줄 등 다양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놀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놀이의 도전 과제 앞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비추어 가늠하고 판단

하고 행동하는 위험통제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놀이를 통해 개발되는 신체적 리터러

시는 물리적 세계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

키는 기초다. 탐색 놀이를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충분히 헤맬 수 있는 복잡한 공간을 탐색

하는 미로나 다양한 진입지점과 경로를 갖는 복잡한 구조와 공간은 아이들의 탐색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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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극할 뿐 아니라 충분한 즐거움을 준다. 아이들은 미로와 같은 곳을 탐색하거나 복잡

하고 다소 도전이 필요한 놀이공간에서 진입과 이동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설정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탐색적이며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리터러시의 한 측면이 이해라면 또 다른 측면은 사용능력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

이를 통해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 사용능력을 키운다. 반복적인 놀이와 도전과제를 수행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것은 

기본적인 이동기술과 질주, 도약, 등반, 정지, 회전 등 다양한 운동기술, 신체의 미세조작 

기술, 균형 능력, 자극에 대한 민첩성, 근력, 지구력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놀이에 종종 

수반되는 경쟁과 도전은 신체 사용능력을 키우는 데 자극과 동기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

서 신체적 운동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은 자신감, 자존감, 지도력을 얻게 된다. 

놀이 활동에서 가장 간과되는 분야는 기술놀이, 제작놀이다. 대다수의 놀이전문가

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동 가능한 다양한 잡동사니 재료 또는 놀이감이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놀이터 역사의 주요 연구가인 조 프로스트(Joe Frost) 박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놀이재료가 없는 놀이터는 최악이라고 말했

다. 19세기 후반 놀이터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즉 쉽게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

는 모래를 담은 상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마쿠나이마 

(Makunaima) 2014 프로젝트는 흙의 조작유연성이 갖는 놀이로서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구현된 브릿저 정원의 흙 놀이터는 아이들이 흙 놀이를 하면서 미

장, 조소, 흙건축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했다. 캐나다 더플린 그로브 공원은 아이들의 

모래 장난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인정했다. 아이들이 삽을 가지고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고, 고랑을 내는 등 공원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 모래 또는 흙

은 가장 원초적인 조작 가능한 재료이고 흙 놀이는 곧 제작놀이이자 기술놀이다. 레고 블

록이 그 오랜 동안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역시 조작가능성 때문이다. 조작은 곧 제작

이고, 제작은 곧 창조적 표현이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뉴욕의 대안학교인 블루 스쿨(Blue School)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 매튜 골드만(Matt Goldman)은 “창의력과 협동, 즐거움과 학습이 교차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블록은 완벽한 도구입니다. 오늘날 학교에 

이 블록이 없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1943년 덴마크 엠드럽에 등장한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현재 1천여 곳에 이르는 

모험놀이터는 사실 다양한 잡동사니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아지트를 건

축하고, 자신들의 놀이기구를 제작할 자유를 허락한 놀이터였다. 덴마크 엠드럽의 모험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데 열정적인 지지자이자 큰 영향을 끼친 교육 개혁가이자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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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앤느 마리 노빅(Anne Marie Nørvig)은 ‘놀이는 어른의 일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

술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파괴적 충동 역시 창조적인 놀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아이

들이 즐기는 주요한 놀이는 건축놀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작놀이, 기술놀이였다. 아

이들에게는 톱과 망치, 못과 판자, 칼과 삽 등 다양한 도구가 제공되었다. 이곳에서 ‘모험’

은 상업화된 익스트림이나 판타지, 놀이기구의 구매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판

타지이자 ‘제작’, ‘조작’, ‘기술’이었다. 이러한 놀이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물과 도구들

을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놀이의 리터러시는 이렇게 제작 리터러시와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 과

정에서 재료의 명칭, 도구의 이름, 작업을 지칭하는 노동언어, 구현된 원리를 표현하는 추

상적 언어까지 각종 제작언어들을 익힌다. 이 언어들을 사용하며 아이들은 더 깊게 세계

의 대상과 기물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 구현된 원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파악해나가며 

상상과 창의에 요구되는 추상화 능력과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을 발전시

킨다. 여기서 나아가 아이들은 재료와 도구에 대한 사용감각과 사용 감정을 표현하는 언

어들을 쓰기 시작한다. 이러한 언어들은 일상생활에 은유와 비유로 사용되어 더욱 아이

들의 언어적 능력과 사고 능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재료와 도

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제작 경험이 아동기 놀이 활동에서 제거되거나 위축된다는 것

은 곧 세계에 대한 이해력과 사용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표현하는 언

어는 줄어들고 창의력은 협소해진다. 어찌 아이들뿐일까. 

마지막으로 놀이(터)의 리터러시는 놀이(터) 그 자체에 대한 이해관한 이야기다. 놀

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놀이터에 대한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발달하지 못했다

는 걸 발견했다.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분류만 봐도 그렇다.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놀이기구의 명칭을 떠올려보라 했을 때 대개 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상자, 하늘사다

리, 정글짐...10개 이상을 넘지 못한다.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놀이터 때문이다. 전쟁 문화

의 직간접적인 문화 속에서 조성된 놀이터들은 대개 놀이를 신체적 활동에 제한해서 이

해한 결과였다. 놀이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놀이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한 놀

이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되었어야 했다. 놀이터는 단지 놀이기구를 설치한 장소가 아

니어야 했다.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환경, 바닥재, 공원가구, 놀이시설, 놀

이기구의 물성, 휴식과 모임의 공간과 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세

상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우리의 놀이

터들은 그렇지 못했다. 반면 놀이터의 다양성과 창의성, 개성을 추구하는 북유럽뿐 아니

라 놀이터의 획일화와 상업화를 한때 주도했던 미국에서조차 도무지 외우기조차 어려운 

다양한 갈래로 분류하고 이름 붙여진 수많은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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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우리 사회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으로 기물과 물건을 만드는 

제작놀이, 기술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본연의 의미를 가진 모험놀이터가 등장하기를 고대

하고 있다. 사족으로 매년 관심을 갖고 찾았고 참여하기도 했던 핸드메이드페어가 손으

로 제작된 상품뿐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제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작 놀이의 현장이 되면 어떨까 희망을 덧붙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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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접합하기

최빛나 (언메이크 랩)

: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적 풍경을 
  주물럭 거리기   

다르게 접합하기 최빛나 / 송수연 ㅣ 언메이크랩

1부 : 리터러시의 심연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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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Ford High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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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ernet / Jeroen Van Loon, 2015 

모두가 들이마시는 연기와 같은 데이터 

Internet machine  /  Timo Arnal, 2014

인터넷과 디지털을 구름이란 신화를 넘어 
첨물질(add-material)로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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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의 영향하에 우리가 그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기술권
Technosphere

 

 
주물럭 거리기를 위해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인간 - 기계 인터페이스 interface

만질 수 있는 비트 Tangible bits

데이터, 연산, 알고리즘 Data, Computation & al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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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기계를 동일한 정보처리 장치로 놓기

 

1. 사이버네틱스 

2.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 사이의 경계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 연결시키는 것

기존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확장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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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원자 : ‘픽셀 제국’을 넘어서

히로시 이시 MIT 미디어 랩 텐저블 미디어 그룹

우리의 꿈은 오늘날 (디지털의) 픽셀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날로
그 세계의) 원자가 춤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조
용하고 비활성의 상태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어붙은 
원자들이 깨어나 춤추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연산의 힘을 사용
하여 우리는 예술적 표현,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롭고 
역동적인 디지털/물리 매체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리적 
제약에 국한되지 않고 픽셀과 마찬가지로 춤을 추길 바랍니다.  

3. 만질 수 있는 비트 

4. 데이터 그리고 연산과 알고리즘 

연산 : 규칙에 따른 계산 computation

데이터 : 기계 장치가 연산이 가능하도록 수량화 된 값

알고리즘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명령어의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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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도구적, 기능적으로 사용 하는 접근 보다 
기술 사회에서 변화되는 인간 주체성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감각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기술  

Im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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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Data

Camera restr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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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cage

Strang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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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earthware

얼굴 감정 수확기, 2018,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MS Azur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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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인간의 독창성 및 발명 능력과 

관련된 창조적 과정

토머스 휴즈 

<테크놀로지 창조와 욕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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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미디어 엑서사이즈 (Metamedia Exercises)

: 컴퓨팅 사유의 근육을 키우는 7가지 김승범 / 후니다킴 ㅣ 프로토룸

1부 : 리터러시의 심연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창작과 표현의 중요한 재료로 컴퓨팅 매체가 사용되면서 기술적인 도구 습득 이상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와 높아지

는 학습 장벽은 창작자의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한다. 이에 PROTOROOM은 컴퓨팅 

매체를 사유하는 근육을 기르는 메타미디어  엑서사이즈를 소개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태도와 관점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컴퓨팅 매체를 다시 바라

보기 위한 일종의 준비운동으로써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0 - 수적재현의 매체

컴퓨팅 매체의 근간인 '수'라는 소재는 철, 나무, 플라

스틱과는 달리 형식이 결정되지 않는 독립성을 가졌

다. 표현의 불확정성을 가진 이 매체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 0/1 감각의 변환 

블랙박스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지하기 힘든 컴

퓨팅의 원자적 요소인 0과 1을 신체를 통해 감각하고 

다른 관점의 컴퓨팅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2 - 디버깅 : 틀려도 괜찮아

그 어떤 창작의 매체보다도 '안전하게 틀릴' 수 있는 

매체이고, 빠르게 피드백 받으며 고칠 수 있는 컴퓨팅 

매체. 힘겨운 작업으로 인식되던 디버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

#3 - 시적 허용 : 변용/오용

기능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컴퓨팅 매체를 

변용과 오용이 가능한 시적 허용의 매체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4 - 관찰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다. 

디지털 매체를 관찰하는 것은 창작을 위한 사유의 시

작이다. 

#5 - 다른언어/다른관점

코드는 또 다른 언어로서 말하기, 쓰기와 함께 오늘날 

의미작용을 만드는 시스템 중 하나이다. 뿌리와 철학이 

다른 코딩 언어 사이에서도 다른 관점의 생각을 읽고 느

낄 수 있다.

#6 - 점토화 : 디지털토지 설계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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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과 기술 리터러시 호랑 ㅣ 릴리쿰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

2부 : 리터러시의 확장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릴리쿰은 무엇이든 무감각하게 소비하고 또 끝없이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한국 사

회에서 ‘자기다움과 삶의 대안’을 ‘놀이와 만들기’를 통해 찾아나가고 있는 예술가 그룹이

자 그들의 활동 공간을 지칭한다. 이들에게 만들기는 일상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

고,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고, 직접 바꾸어 나가는 태도이자 개인의 삶에 관련

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이다. 이러한 철학 하에 릴리쿰은 워크샵, 출판, 연구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만들기가 가진 가능성을 실험하고 ‘사용자’로서만 존재하

는 개인에게 ‘메이커’로서의 태도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2017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MAKE IT]展, 작가 소개 중

지난 1월, 릴리쿰은 생활코딩
1)
의 이고잉을 공간에 초대해 ‘지옥에서 온 깃’이라는 강

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깃(git)은 리눅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오

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우리 말로는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 즉 컴퓨터 문서나 파일을 

다루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보았을, 문서의 최종 버전이 난무하는 지옥 – 이를 

테면 <최종.pdf>, <진짜_최종.pdf>, <진짜_진짜_최종.pdf>, <이게_진짜_최종.pdf> 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커서가 깜빡이는 하얀 화면을 마주했을 때, 문득 

그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서버 컴퓨터에 전송할 때는 ‘업로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수신할 때는 ‘다운로드’ 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깃git에서는 다르다. 깃에서 

서버와 내 컴퓨터의 파일을 동기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용어는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아닌 ‘밀기push’와 ‘당기기pull’이다. 데이터의 이동을 상류와 하류 방향이 아

닌 먼 쪽으로 밀거나 내 쪽으로 당긴다는 것으로 재개념화한 것이다. 실제로 원격 저장소

가 지역 저장소보다 항상 상위에 있다는 당위가 없고, 서로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듣자마자 ‘아!’하고 입이 벌어졌다. 컴퓨터 화면 안

의 아주 작은 가상의 버튼에 관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탁월한 통찰이 담겨 있지 않은가.

1)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이자 

커뮤니티이다.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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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나의 전위(轉位)

릴리쿰의 경험을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간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

트는 기술이라는 축 위에서 나 자신의 좌표를 여러 값으로 바꾸어보는 실험이었다 할 수 

있다. 업로드 대신 푸쉬라 정의함으로써 저장소 간의 위치적 관계가 다르게 규정되는 것

처럼, 기술과 나의 관계는 상대적 위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

은 릴리쿰의 활동 저변에 깔려있는 명제다. 그것이 언제나 ‘참’으로 증명되어 온 것은 아니

지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 될 증거들을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다.  

기술을 중심축으로 놓고 보면 실험의 처음부터 존재한 또 다른 축은 ‘놀이’ 그리고 

‘일'이었다.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다룬 기술들은 정복이나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놀이를 모색하는 도구였다. 멀리 있던 기술을 내 앞으로 유인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놀

이가 되기도 했다. 

(일-기술-놀이 축 위에서의 좌표)

릴리쿰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첫 문장은 늘 ‘땡땡이공작’이란 이름의 탄생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놀면서 만들고 만들면서 논다’, ‘쓸데없는 것의 힘을 안다'를 슬로건으로 삼

았던 ‘땡땡이공작’은 ‘땡땡이’를 도모한다는 뜻과 땡땡이를 치면서 ‘만든다’는 중의를 담은 

이름이다.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던 우리에겐 어쩌면 더 익숙했을 창작이

나 제작이란 단어 대신에 ‘공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장난스러운 만들기, 엉큼하게 일

을 꾸미는 뉘앙스가 좋아서였다. 

우리는 인터넷 밈으로 소비되던 ‘쓸데없는 고퀄리티’를 진지하게 선언하며 레고에 구

멍을 뚫고, ‘수리수리 자가수리’ 워크숍을 열어 고장난 아이폰을 직접 고쳐 쓰자고 선동했

다. 연날리기와 무선통신을 결합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실패했다. 커다란 행사용 현수막

을 재활용할 방법을 모여서 연구하거나, 허접허섭한 블록버스터 영화 찍기를 표방하는 

‘야매 공작’을 도모하기도 했다. 우리가 다루는 기술에는 경계도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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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놀이가 같은 점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좌표계)

다. 누군가의 호기심이 작동하면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폰을 해체하다가 실크

스크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두했다가 빔프로젝터를 만들겠다며 고군분투하고, 목공을 

배워서 가구를 만드는 식이었다. 우리의 만들기가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혹은 하이 테

크냐 로우 테크냐 경계 짓는 것은 누군가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

었다. 

만들기와 놀이가 만나는 지점에는 아마추어리즘이 있다. 아마추어 공작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아니라 호기심,‘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같은 태도다. (물론 아

마추어가 숙련도가 낮거나 정석이 아닌 방식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흔히 

아마추어리즘의 미덕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음'이라 한다. 생계를 위한 노동과 분리되어 있

기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오로지 즐거움을 위해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 원하면 그만둘 수 있다. 당시 나의 엉큼했던 생각을 고백하자면, 이런 놀

이와 노동의 관계를 배신하고 싶었다.

왜 우리의 노동은 놀이가 될 수 없을까, 반대로 놀이는 왜 노동이 될 수 없을까 질문했

다. 그렇게 언제부턴가 우리의 ‘공작’은 놀면서 만드는 ‘일’이 되고, 자아와 일이 분열되지 

않는 삶을 향해 전복을 꾀하는 ‘수행’이 되기 시작했다.

공작, 얇은 전복을 위한 작은 수행(手行)

‘릴리쿰’이라는 공간을 열면서 나의 좌표계는 조금 더 복잡해졌다.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들고 탐구하는 실험과 공작, 그렇게 터득한 여러가지 기술을 나누기 위해 사

람들을 만나는 ‘출동’,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발사’, 이런 식으로 활동이 확장되

면서 축은 놀이와 기술 외에도 다양한 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술과 나의 관계는 입체

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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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축의 발생)

시간이 흐르면서, 놀기 위해 만들기를 시작했던 우리는 어느새 만들기를 삶의 태도로

서 성찰하게 되었다. 만드는 행위를 매개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얻은 지식을 나누

는 방법을 고민하고, 발언의 장치로 삼기도 하면서 기술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났다. ‘전자

공학도들’이라는 소모임에 2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이 계기가 되어 전자 회로가 작

동하는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와 키트를 만들기도 했다. 이 활동에는 

‘전자요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자 기술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만

들기 행위를 메타포로 적용했다. 2017년에는 거의 그림책에 가깝게 쓰고 그린 전자회로 

기초 이론을 담은 책 [전자요리 쿡북]을 자가출판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감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작업인 ‘회로의 침공술
2)

’을 연구하고 있다.

짧지 않은 실험의 시간들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좌표계를 바

라볼 수 있다. 이전에는 기술을 하이 테크놀러지 혹은 로우 테크놀러지 라는 일반적 차이

로 인식하고 구분했다면, 나름의 세계를 구축한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복된 좌표에서 

기술은 새로운 기준으로 재배치된다. 

2)

전자 회로라는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설계한 

키트이자 이를 활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게임. 놀이를 통해 기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사회적 경험을 

디자인하는 릴리쿰의 사이드 

프로젝트

(나의 경험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울인 좌표)

예를 들면 사용자의 개입에 열려 있는 기술은 나와 가깝고, 나의 일상을 지배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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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지만 닫혀 있는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의 아이폰은 ‘열지 마시오’

가 단단히 새겨진 블랙 박스였다면, 누군가 먼저 만들어 놓은 자가수리 매뉴얼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적어도 배터리나 액정 교체 정도는) 나에게 가까운 기술이 된 것처럼 말이

다. ‘읽을 줄 아는’ 눈으로 좌표를 보게 되면, 점차 ‘나 자신’이 놀이이며 표현이고 관계와 

생존의 도구이기도 한 기술을 밀고 당기는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힘, 우리가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되어준다는 것이 현재의 가설이다.     

이제 릴리쿰은 ‘릴리쿰 스테이지
3)

’라는 새로운 공간을 꾸리면서 또 다른 실험의 장에 

접어들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 메이커 스페이스인 릴리쿰 스테이지는 만드는 사

람들을 돕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만들기를 성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특히 요즘 주의를 기울여 시도하는 것 중 하나는 기술의 맥락을 읽고 내부를 들여다보

는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다. 앞서 말한 강연 ‘지옥에서 온 깃’도 그 시도의 하나다. 최근에

는 또 생활코딩과 ‘극세사 인터넷’이란 제목으로 네트워크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2대

의 컴퓨터를 연결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인터넷을 직접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다. 그

리고 전기가 통하는 면에 맨발을 올리는 것만으로 체지방률과 골격량, 신체나이 등을 측

정해주는 스마트 체중계를 뜯어서 열어본 후 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역추적해보는 엔지

니어링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전자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방법’이라 이름 지은 이 워

크숍은 참가자들 역시 능동적인 연구자의 마인드로 참여하기를 당부한 연구 모임이었다. 

세번째 모임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휴대용 안마 패치를 분해해 제품의 효과를 검증해보

자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모임에서 대단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아니

지만, 미지의 세계에 한뼘씩 손을 짚어가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경험과 핑

퐁처럼 오고가는 대화에서 얻는 영감, 함께 연구하는 것은 분명 그만한 즐거움이 있다. 많

은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사유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관계

를 발생시키고 이 경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소심하고 얇은 전복들이 

모여 언젠가는 두꺼운 지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릴리쿰은 계속해서 기술이 놀이와 사유의 주제가 되어 개인의 삶과 가까워지게 만드

는 경험들을 발굴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가 삶을 마주할 때 시스템의 부속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순간들로 돌아와 줄 것이라 믿는다. 
3)

2018년 새롭게 문을 연 릴리쿰의 

작업 공간이자 오픈 메이커 

스페이스. ‘모든 실험의 무대'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개인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기술과 

인문을 탐험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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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술과 리터러시 전유진 ㅣ 여성기술랩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

2부 : 리터러시의 확장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공유의 힘을 강조하며, 소수의 개인에게 국한되

던 ‘만들기'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특별한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잡지와 

인터넷, 동호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들기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속성을 양날의 검처럼 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활동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른 활동과 구분지을 수 있는 그만의 속성이 있다는 것. 전자는 트렌드, 유행이라

는 표현으로 쉽게 연결되고, 후자는 마니아(mania), 소위 덕질, 긱(geek)같은 표현과 쉽

게 연결된다. 제작문화(maker culture) 또한 이런 속성을 지니게 되면서, 둘 중 어느 쪽이

든 그것이 처음 제시한 ‘만들기’와는 대립되는 모순에 봉착한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

술과 아두이노와 같은 손쉬운 기술의 보급으로 개인 단위의 만들기 영역이 확장되었고 

이런 흐름에 부응하며 가능성과 해방의 언어들로 ‘새로운 만들기'는 선언되었다. 지금에

서 돌아봐도 이 선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메이커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선언

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불가피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유행은 쉽게 획일화로 

이어졌고, 매니아적 요소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작동하지 않고, 기술적 계층과 장벽을 만

들었다. 이런 현상들은 메이커 운동 이후의 만들기가 기술이라는 맥락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방식이 개입하면서 나

타나게 되었다. 현대의 사회적 현상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또한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얽혀있고 그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글

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창작영역과 메이커 씬에서 관찰해

온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어쩌면 관찰자가 되기에 적합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영역의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만들기의 의미와 기술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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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에 있어서 기술의 필요성

먼저 기술이 왜 필요했는지 배경을 서술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과는 다르게 직접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게 된 것은 대학원에 진학해 음악을 공부하면서 

부터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은 주로 코딩 활동을 위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

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교육이다. 음악제작에 있어서 2000년대 초반은 VSTi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가상악기, 플러그 인(plug-in)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로, 그 전보

다 컴퓨터 기술 활용 능력이 훨씬 더 요구되기 시작했다. 대학원 진학 전까지의 음악 제작 

방식은 내가 다루는 물리적 형태의 악기인, 전자기타와 피아노의 영역 안에 있었다. 그나

마 전자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픽업개조나 이펙터 등 전기적 기술의 활용 여지가 조금

은 있는 편이었지만, 개조와 수리를 직접 할만큼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음

악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연주 기술을 연마하는 쪽이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

적으로 접한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환경은 그 전까지 습득했던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퓨터 활용 능력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다루는 능력까지도 필요로 했다. 컴프

레서, 딜레이, 리버브 등의 아웃보드와 디지털 믹서, 패치베이 등 다양한 기계를 이해하

고 다루는 도전들을 수행해야 했다. 오히려 ‘컴퓨터'를 전공할 때보다도, 음악이라는 예술

적 표현을 위해  ‘컴퓨터', 그리고 ‘기계장치'라는 것에 더 가까워져야 했다. 

그래도 음악을 위한 기술들은 관련 서적이나 레퍼런스들이 꽤 있는 편이었다. 무용

수의 움직임을 센서로 인지하여 음악에 적용하는 등, 좀 더 실험적이고 융합적인 시도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음악은 아무래도 대중음악이라는 산업적 영역

과 바로 연결되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활성화된 커뮤니티들이 상대적으로 접근가능한 

영역에 있었다. 반면 2003년 경의 피지컬 컴퓨팅과 같은 제작기술 환경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

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술창작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졸업 

후에는 영화음악 작곡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2010년 즈음 우연한 계기로 미디어아트 전시를 만드는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이 때

의 창작 기술은 그 전과는 크게 달라져있었다. 아두이노라는 것을 처음 사용해보았고 그

것의 용이함과 방대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감탄했다. 그리고 싼 가격에 두번 놀라면

서, 자연스럽게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의 이 흐름은 만들기라

는 활동이 지닌 순수한 열정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일깨워주었다. 대량생산과 소비위

주의 환경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 움직임은 이름마저 어찌나 단순명쾌하고 쿨하게 느껴

지던지, 아직까지도 처음 메이크 잡지를 펼쳐보며 느꼈던 두근거림을 기억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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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 나를 매혹시켰던 손의 감각,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던 몰입감과 뿌듯함

을 다시 소환시키면서 이를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

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다.

초기의 작업들은 주로 아두이노를 쓰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작품의 형태가 많았다. 당시의 미디어아트는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고, 관객을 수동적

인 감상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키면서 가능성있는 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았

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반짝이는 미래를 목도하게 되면서, 기술이 만드는 스펙타

클에 경도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기가 한몫했다. 화려한 영상과 (딜레이없는) 즉각적인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미디어아트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주

목받기 시작했다. 

음악이 창작활동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내 작업은 자연스럽게 미디어아트 안에서도 

사운드아트라는 장르적 구분이 지어졌다. 하지만 미디어아트가 하나의 트렌드로 소비되

고, 기술을 선전하는 도구로 기능하면서, 그것의 시각적 요소나 효과들이 비시각적인 것

들에 항상 우선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아트하면 프로젝션 매핑과 같은 

영상작업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각적인 자극과 스펙

타클을 만드는 것이 미디어아트의 핵심적인 역할로 요구되면서, 소리와 음악은 부차적인 

매체로서 다뤄지거나 작품에 활용된 기술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일들이 다반

사였다.

당시의 사운드아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센서나 카메라 등 

외부의 요소에 따라 소리를 변화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나 

또한 내 작업이 결국 거대한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

서, 다시 소리가 지닌 음악적인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각적이어서 일차원적이 되

기 쉬운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것을 벗어나, 라이브 연주가 주는 음악의 현존성과 즉흥성

에서 대안을 찾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운드의 경계를 실험하면서 소리의 본질적 속성

과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의 시도로, 넓은 의미에서

의 악기(디바이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인 아날로그 악기의 원리를 응용하

여 만드는 것부터, 전기 기술과 기계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었다. 이 작업들이 금속

과 목재가공, 3D프린터, 레이저 커팅, PCB 설계 등의 제작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

어지면서 메이커 문화와도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기술을 다루는 방식

내가 접해온 두 영역, 미디어아트와 메이커 문화는 기술에 기반한 영역이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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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변화해왔다.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미디어아트의 경우 기

술에 경도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며 예술적 가치보다는, 기술을 선전하는 목적으로 

기능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산업 -영화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적 향연에 직면하여- 과 경쟁해야 했고 기술적 

측면만으로는 점점 더 그것을 뛰어넘기 어려워졌다. 마치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운 것처럼, 

미디어아트는 내외부적으로 이런 스펙타클의 경쟁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개인이 하기

에는 더욱 어려운 영역이 되었다. 창작의 단위들이 기업화되어 쇼비즈니스 적인 산업영

역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기도 하고, 예술의 경계 안에 있더라도 기업화된 소수가 살아남

거나 기업, 정부사업 등 자본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미디어아트는 기술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과 관점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정형화된 이미

지로 이해하거나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었다. 

기술을 편파적으로만 보여주는 방식들은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메이커 문화에서

도 마찬가지다. 기술예찬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그

것을 다루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을 다양한 방향과 목적을 잃게 한다. 창작과정

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없이 일

단 배우고 부터 보는 기술문화가 형성되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과 코딩 교육에도 이런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다. 아두이노가 왜 필요한지, 파

이썬을 왜 배워야하는지 그 필요성이 개인 각각에게 있지 않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사회

적 요구에 순응할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과 만들기는 분리되고, 메이커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만드는 즐거움도 사라진다. 

미디어아트와 메이커 씬에서 기술을 다루는 방식이 그것을 정복하고 과시하며, 그를 

통해 계급을 나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굳이 남성적인 방식이

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한가지 성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두 문화의 편향된 구조

는 그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공학을 전공할 때나, 영화음악이라는 프로페셔널한 직

업영역에서, 오랫동안 제조기술문화가 형성된 청계천-을지로를 돌아다니다가도 동일한 

방식을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두 분야는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나 메시지, 다양한 

층위의 사고와 담론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획일화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서 잘못되었다

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다뤄지고, 장려되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 과

정에서 기술은 한 겹 더 예쁘게 포장되어 더욱 모호한 것이 되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

공지능이 화제가 된 후 기술적 비관론이 퍼지는 양상도 그와 다르지 않다. 비관이든 낙관

이든 4차산업혁명처럼 모호한 무엇을 가지고 성급히 미래를 결론짓기 이전에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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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기술은 앞서 언급했던 내 경

험을 놓고 봐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현실에 닿아 있다. 현재의 논의가 기

술을 대하는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고, 그에 맞는 실천들이 쌓여 미래가 되는 것인데, 미

래에 대한 우려가 우선하며 현실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을 다루는 예술은 기술

에 대한 창작자마다의 고유한 생각들이 담겨야 하고, 기술을 다루는 방식 또한 여러가지

일 수 있어야 한다. 

과시와 평가기준으로서 기술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 계층이 형성된다. 자연스

럽게 소외되는 이들과 주도권을 잡는 이들로 나뉘게 된다. 이런 간극은 한번 생기면 계속 

커지기는 쉽지만 어떤 강력한 변화와 노력이 없이는 좁혀지기 힘들다. 특히 기술이 ‘엄청

난 것'으로만 간주되고 인식될 때, 소외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심리

적 장벽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시작부터 두렵게 하

고 주저하게 만든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어릴 때부터, 여러 기술들이 여성이 하기에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배운 탓에 안그래도 낯

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술적 능력에 따라 평가당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쉽게 좌

절당하고 마는 것이다.

노년의 참가자가 종이학 접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메이커 페어에 나왔다던 해외의 

사례가 과연 지금의 한국에서도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메이커 페어

는 한동안 3D프린터, 아두이노 기반의 프로젝트들로 채워지다가 최근에는 상품화된 교

육컨텐츠들이 주를 이룬다. 긱(geek)한 소수 몇몇의 행사에서 가족 단위로 그 규모는 커

졌지만, 초기에 그것이 주었던 다채로운 재미와 시도들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다양한 이

들이 뒤섞여 ‘만들기'라는 공통 분모로 함께하는 즐거움은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았다. 

만들기와 기술을 재고하기   

사실 만들기에 매혹당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스쳐지나가는 방식으로라

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공작에 흥미를 느낀 것은 분명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않는 어린시절부터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특별히 손재주가 뛰어나거나 기술분야에 

재능을 보이지는 않았고, 앞에서도 설명한대로 개인적 동기와 필요에 의해서 직접 손을 

쓰기 시작했다. 

만들기는 메이커 운동의 만들기를 살짝 벗어나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메이커 운동

이 일어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만들기가 기술

에 의해 다시 한계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기술을 대표적인 한두가지 

이미지로 납작하게 만들고,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초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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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기술'을 좁은 의미로 한정시키기게 된 것이다. 예컨대 컴퓨터 기술, 디지털 기

술 등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메이커 문화 안에서 주목받거나 거론되기는 쉽지 않았다. 메

이커 문화에서 통칭되는 기술에는 아날로그의 손기술, 전통공예, 원예, 요리 등의 기술들

이 정확하게 포괄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제 메이커 문화 안에서는 만들기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 

같다. 기술의 발전은 메이커 문화가 발생한 배경일뿐, 많은 이들이 만들기에 환호했던 핵

심적인 이유는 그 행위자체에 있다. 만드는 것이 실제로 무용한 것일 지라도, 그 경험 자

체가 해방의 성격을 띄고, 주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소비 위주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는 생산성이란 극히 제한적이다. 기술이 블랙박스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전자제품을 직접 수리하는 등 기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적어졌다. 만들기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치 공장의 기계가 생산한 듯한 완성도 있는 결과물

을 만들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결과보다

도 이런 과정의 의미는 ‘공유'의 측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입고 먹고 쓰는 현대인의 삶에서 어쩌면 만들기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인지도 모른다. 

수제작은 로우레벨로 여겨지지만, 그에 필요한 기술은 쉽게 체득될 수 없는 것이고 

첨단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대량생산의 시대에 반작용의 의미로서, 주체적인 활

동의 만들기가 필요하다면, 그 근원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형태는 바로 수

제작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단위의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그

것이 지향하는 바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기존의 산업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을 위해 제작기술을 활용하고, 이후 대량생산으로 이어가는 케

이스도 많지만, 현재 제조방식의 추이가 커스터마이제이션,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것

은 이미 많은 변화들을 통해 읽을 수 있다. 킥스타터나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방식도 

이런 변화의 맥락에서 주목받는 것이다. 가치의 전환으로 인해 수제작은 그 이전보다 생

산과 소비, 모두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것의 기술적 가치 또한 예전과는 다

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반성적 실천 

2017년 시작한 여성기술랩은 기술이 주도하는 영역에서 겪은 여러 문제의식에 대한 

내 개인적인 대응이다.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아니고, 불편함이 지속되면서 

그것을 문제로 정립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 또한 문제가 되는 문화에 속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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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에 일면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에 반성이 더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느꼈고, 을지로에 위치한 도시재

생공간에 입주하면서 선언적 의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계천-을지로는 재료의 구매와 가공, 기술자문 등 인터넷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기 시작했다. 오랜시간 축적된 다양한 기술과 촘촘한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는 

수일이 걸리는 문제들을 이 지역 안에서 하루만에 해결하기도 한다. 친절한 사장님, 꼼꼼

한 기술자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불친절과 무시는 그 지역에서 너무 흔한 것이라 항상 

긴장했다. 특히 기술에 문외한으로 보여서는 가격을 높게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단

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꺼낼지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했다. 지금은 많

이 사라졌지만, 골목 곳곳에 몰래카메라, 음란물, 발기부전제에 대한 입간판 등을 마주하

면서 이곳이 얼마나 남성적인 영역인지를 다시금 깨닫곤 했다. 그럼에도 여러 가능성들, 

좋은 경험들이 쌓여 이 지역을 자주 찾게 되었고 결국 활동의 거점이 되면서 여성과 기술

이라는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를 묶는 선언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술문화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에도, 기술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했다. 기

술을 무조건 다 배워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터득하거나 그에 대한 개념을 제

대로 이해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용음악작곡을 가르치면서, 음악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장벽을 넘지못

해 프로페셔널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음악적 감

수성이 매우 뛰어나고 오선지에 써둔 좋은 곡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음원으로 만들

고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리터러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음악을 포기한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학생의 성비는 차이가 없는데 실제 전문적인 작곡영역에서 여성의 수는 현저히 

떨어진다. 

여성기술랩은 그 이름 때문에, 여러 오해를 낳기도 했다.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려하거나, 성평등한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름에 여성이 붙는 것은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술을 다루는 기존의 방식과 문화를 비

판적인 의미에서 보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술문화에 팽배한 다양

성의 결여를 염려하고, 그간 무시되었던 가치들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계층을 나누지 않는 것, 기술자체에 함몰되지 않는 비판적 만들기의 실천을 지향

하며, 산업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술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경

계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술과 미래에 대해 쉽게 정의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술과 그 활용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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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폄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기 어렵고, 전문적인 장비를 다뤄야하거나 추상

적인 개념의 기술만이 ‘기술'로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요리나 

원예, 공예 등 생활기술과 환경적 실천을 위한 기술들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술 교육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동기를 장려하고 존중하는, 보

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향점들을 향해 여

성기술랩은 기술을 다루는 여러 방식들을 고민하며, 강연, 토크, 워크숍, 스터디 등 다양

한 시도들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가늠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이 

활동은 개인적 실천으로서 나 자신에게 매우 필요했던 것이었다. 불편함을 참고,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것이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도, 내 삶에도 전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

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장의 충돌을 만들어낼지라도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

는 것이 결국 소수자가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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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수행과 페다고지 전은기 / 신현우 ㅣ 서울과학기술대

수제작(핸드메이드)과 리터러시 패러다임의 전환

2부 : 리터러시의 확장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게임과 수제작

  하위징아(1955)가 언급했듯 놀이는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뤄졌던 인

간의 근원적인 행위이다. 놀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와 수제작적 관점에서 바라 

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이라

는 놀이문화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수제작 관점에서의 논의들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게임이라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 제도화된 놀이의 중심이자 동시에 

놀이의 방식이 현대의 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과 결합되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

다고 볼 때 ‘놀이로써의 게임’ 그 자체를 수제작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게임을 즐겨

야 하는 것인가라는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놀이로써 게임을 즐긴다는 것과 수제작,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이 둘의 조합은 어떻

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보통 게임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특히나 인터넷을 

하부구조로 하여 개인용 컴퓨터와 콘솔 게임기 더 나아가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확장되어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게임은 더욱 비물질적인 속성이 강조되

어 이제 게임은 비물질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이렇게 놀이로써

의 게임과 게임수행이라는 행위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언뜻 손과 몸으로 사물을 더듬으

며 지혜를 얻는 수제작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을 코드들로 이루어진 사물, 즉 ‘기술적 인공물’로 바라보고 그 속성을 파헤

쳐보고 설계를 바꿔보려는 이른바 ‘암흑상자를 열어보려는’ 수제작적인 접근은 이전

부터 있어왔다. 흔히 모드(mod)라 불리는 ‘플레이어 혹은 사용자에 의한 수정 및 변

경’(modification)을 통한 오리지널 게임의 변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드라는 창조적 행

위는 게임을 디지털 문화의 신화, 즉 모든 게이머가 생산자(설계자)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인 것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이에 발맞춰 상당수의 게임들은 게이머들에게 코드를 공개

하고 접속을 허용해 자신들만의 버전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포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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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 ‘모드’라는 행위는 대부분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등에 있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것

이다. 게임의 설계자와 모드가 가능한 소수만이 게임 안에서 창조적 행위가 가능하고 다

수의 게이머들은 이들이 설계한 게임의 시스템의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코드

리터러시와 디지털리터러시를 지닌 소수만이 일종의 입법자(legislator)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게이머들이 게임의 설계나 모드가 가능할 정도로 코딩을 배워야

만 하는 것일까? 다른 방식으로 게임에 접근해 강요되고 제한된 체험만을 강요하는 게임 

안의 질서에 비판적인 딴지를 걸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것은 게임은 언제나 하드웨어를 통해서 재현되고 게임과 게이

머의 상호작용은 늘 신체(대체로 손)와의 매개 속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 어떤 (디

지털, 더 나아가 비디오)게임이라도 신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작장치들에 의해

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게임은 단지 비활성화된 코드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게

임수행이라는 게임과 게이머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손이나 마우스 질을 통해 신호를 전달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조작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화면 속의 움직임은 손의 경험과 조화

를 이루며 게이머들의 신체에 각인되는 우리의 총체적 감성과 지성이 작동하는 행위다.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것’이 활성화된 신체(손)와의 감각과 기술적 인공물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제작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열려있는 게임

  전통적인 수제작 관점에서의 게이머는 단연 해킹이나 모드를 통해 게임을 뜯어보고 

변형하는 게이머들일 것이다. 이들을 통해 게임 수행을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 게임 생산

과 소비, 억압과 저항, 지배와 탈주, 공식문화와 대항문화 등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

련의 이원론적 범주들로 게임 수행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관점은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점들을 포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암묵적으로 게이머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게이머들이 사실상 행위자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견해를 동반할 수 있

다. 결국 수제작의 관점에서 게임수행을 바라본다는 것은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게이머

들을 행동하는 행위자로 재인식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해명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제작적 관점으로 본 ‘놀이로써의 게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수제작의 관점에서 ‘게임을 직접 하는’ 게이머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게임은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구성된 규칙에 의해 작동된다. 설계자는 단순히 그래

픽과 사운드를 통해 무언가를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규칙과 절차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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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는 이 규칙을 통해 게임을 진행해가며 설계자가 재현하고자 했던 세계를 체험한

다. 하지만 단순히 그 규칙들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규칙만을 계속해서 반

복해야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사이버네틱스적 순환을 하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

고 게이머 역시 오토마타와 같은 기계장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게임이 다른 매체들과 다른 점은 설계된 규칙의 세계에 참여해 능동적으로 개입하

는 게이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임수행은 설계자가 만든 규칙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

지만 단순히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창조적 행위를 한다. 

게임수행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게임이 제공하는 규칙들 그리고 게임에 내재

된 이데올로기들을 게이머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게이

머들이 게임의 규칙과 내장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은

밀하게 언제나 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도 문제적일 수 있

다. 이런 식의 관점은 앞서 말한 이원론적 관점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경

혁이 게임의 매체적 속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창조적 게임의 수용이 창조적 행위임을 드

러내기 위해 제시하는 <펌프 잇 업>의 예를 이용하여 게임의 코드나 설계에 직접 개입하

지 않고도 수제작적 관점으로 게임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게임 안에는 게임이 재현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 사회적 관계, 시간과 공간성 등이 

기입되어 있다. 게임 안에서의 창조적 행위라는 것은 게임 시스템 내부에 모종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펌프 잇 업>에서 창조적인 행위는 게임이 규칙과 관계

가 없는 다른 신체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게임 수행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원래 의도된 발판을 밟는 행위이다. 발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밟아서 고득

점을 얻는지는 이전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발판을 밟아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

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테이지를 통과할 만큼의 점수를 얻기 위해 발판을 밟는 것이 다

른 중요한 실천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창조적인(수제작적

인) 게임수행은 발판을 밟는다는 게임 규칙이 본래적 ‘의미’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으로 

갈라지고, 이 두 차원의 관계가 상호 구성적으로 얽히면서 게임의 내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판을 밟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의 의

미적 차원에 주의를 기하기보다 게임을 진행하게 해주는 수행적 차원의 비중이 커질수

록, 즉 게임 규칙의 수행적 반복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벗어난 새로운 의미

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게임의 순수한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규칙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게

임을 할 때에 게임에 내장된 수행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됨을 

이해하면,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생산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게임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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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다름 아닌 순수한 형식의 수행이라는 것이다. 게임 플레이의 

순수한 형식을 잘 이해할수록 창조적 일탈적 전술들이 잘 이뤄질 수 있다. 마노비치의 말

대로 게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로 이루어져있다면 우리는 알고

리즘을 알지 못해도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도 언제나 게임에 

개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게임을 해킹하거나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게임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구성

된 규칙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생산 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인해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적 게이머들도 게임의 메커니즘을 속이고 지배를 피하

는 ‘일상의 실천’이 가능해지고 게임의 구조를 여기저기 거니는 산책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탈의 전술들은 게임의 규칙에 ‘반(反)’하는 것도 아니고 게

임의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술들은 공식 규칙들의 반복적인 재생

산 과정을 통해 그것들과 공동-구성된다. 

  재귀적 공중으로서의 게이머들의 연합

  게임에서의 예는 아니지만 기술적 대상의 형식을 이해하고 그 형식을 이용한 물질

적인 실천이라는 일상적 전술을 통해 자신들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주체들

이 있다.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켈티는 긱(geek), 컴퓨터 너드(nerd)와 같은 ‘아마추어’ 혹

은 ‘취미인’들이 인터넷과 자유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들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냈음

을 추적했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에 관하여(about), 기술을 통하여(throught) 기술에 대

한 담론을 만들고 그것을 둘러싼 담론과 하부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재귀

적 공중(recursive publics)라고 칭한 이 주체들은 자신들의 표현을 제약하면서도 또 가

능하게 하는 조건인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별다른 매개 없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별다른 매개 없이 직접 접속하는 개인들의 연합을 구성하여 소통

했으며, 기술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기술에 대한 일상적인 물리적 실천, 즉 공동 행위

(common action)를 하는 주체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권력과 지식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다. 이 주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끊임없이 피드백

하며 자신들과 구조를 동시에 구성하여 인터넷과 자유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들을 공

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켈티의 논의는 도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찰스 테일러의 개념에 크게 빚

지고 있다. 테일러는 근대 사회에 대한 분석을 경제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차

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질서(moral order)라는 근대적 자기(self) 이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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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을 통해 수행한다. 

그에게 있어 주체들은 일상적 언어를 통해 의미를 만들고, 의미 생산은 특정한 생활 형식

의 공동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때 그의 질문은 공동체의 집단적인 상상 어떻게 집합

적인 것을 구성해내는가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관념론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이 현존

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가로 나아간다. 

  테일러의 논의를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 사회적 상상이란 개념은 몇 가

지 유용한 쓸모를 가진다. 기술의 민주화에 관한 시중의 논의들은 언제나 엘리트주의적

이라는 의혹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급진적 이론가인 핀버그의 ‘심층민주주의’ 역시 특정 

기술에 능통한 몇몇에 의해 이뤄지는 대의민주주의적인 논리로 한계지어진다는데 우려

가 있다. 기술의 설계자(입법자)들과 몇몇 과두들에 의해 독점되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상상 안에서 공동행동을 하는 인민(people)에 

대한 그의 논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동체가 공론장 안에서 소통하며 공생할 수 있을

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공중들의 참여는 새로운 의제들이 생성

될 수 있게 하고 닫혀있는 기술 설계의 결계를 열어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성공적

인 공동행동은 공동체의 일체감을 강화한다. 즉 끊임없는 민주적 의지를 형성하는 정치

적 운동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트 집단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담론이 발생하고 유통될 것처럼 묘사되는 다른 논의들은 생산된 이론과 담론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상상이

라는 무형의 경계는 그 상상을 공유하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변화된다. 따

라서 사회적 상상은 지식인 담론의 매개항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평등한 행

동 주체, 공중들로부터 담론과 이론이 생산되는 아래에서부터의 민주적 과정이자 지향

점이기도 하다.

플레이 리터러시를 향하여

  게임은 단일한 기술적 대상이 아닌 ‘외부의 정보와 작용에 열려 있는 비결정적-준안

정적 시스템’으로서, 항시 외부의 기술적 대상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기술 환경’으로 진

화해 왔다. 프랑스의 기술 철학자인 시몽동에 따르면, 기계는 기술적·자연적 환경과의 관

계 속에서 구성요소들의 각 기능이 상호작용하며 융합, ‘구체화’하는 지향성을 통해 진보

한다. 처음에는 군사용 컴퓨터와 장비들에서, TV와 비디오게임기, 퍼스널 컴퓨터와 GUI, 

인터넷과 OS에 이르기까지, 게임은 영속적으로 코드 구성요소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의 

‘기술적 대상’이었고, 구성 요소와 정밀도는 더욱 복잡화되는 중이다. 이러한 놀이의 ‘기

계화’ 라는 역사적 프로세스를 거쳐 ‘게임 플레이’는 과거의 놀이나 보드게임, 스포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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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의 게임 산업은 고도 기술집약적인 노동 분업을 통해 게임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통적인 물질재 생산 양식을 띄고 있었다.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플레이한다.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음식을 사먹거나 옷을 사 입는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물질재 사용·교

환 방식이다. 그러나 물질에서 벗어난 오늘날 게임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 게임

이라는 완성된 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내적 요소(아이템, 강화)들을 판

매하거나, 게임이 아닌 게임 플레이 시간을 판매한다(월 정액제 과금). 또는 이용자들이 

게임의 소스를 개조하여 만든 모드(mod)의 판권을 사들여 서비스하거나, 게임이 아닌 

게임 엔진을 판매한다(언리얼, 유니티 등 범용 라이센스 게임 엔진). 트위치, 유투브의 수

많은 게임 스트리머들은 게임을 전유하여 자신의 게임플레이를 시청자들과 광고주들에

게 판매한다.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각 기술적 요소들(소스, 엔진, 아이템)과 지각적 요소

들(정액제, 플레이 시간)을 가치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던 오락실 게임

이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과거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게임이라는 기계의 

각 구성 요소들이 외부의 다른 기술환경 및 인간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이기계’라

는 틀을 벗어나 ‘생산 기계’가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지점일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놀이 장치였던 게임은 이제 생산기계가 되어 인간 본연의 목적지향적 

활동인 놀이를 쓸모있는 또는 교환가치를 지닌 ‘고된 노동’으로 변주하려고 한다. 불안정

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이라는 뜻의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

아 proletariat의 합성어)의 삶이 조회수 수십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게임 스트리

머에 대한 환상으로 가려진다. 뽑기 확률 0.0004%의 갓챠 대박의 헛된 꿈이 그나마 얇

은 지갑마저도 털어간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과 항구적인 실업으로부터 도망쳐 약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게이밍의 공간에 발을 디뎠지만, 이곳은 공장이나 사무실보다 더 악

의적인 플레이 노동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마르크스가 산업혁명과 찬란한 제국에서 

혹사공장과 노동자들을 목격했듯이, 과거 우리가 플레이하던 모든 견고한 것들이 디지

털이라는 공간으로 사라져간다. 구태의연한 미디어 담론으로부터 탈피해, 기술적 대상

으로서의 존재 양식인 게임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가 여기에 있다. 

  ‘재현’은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게임의 매체적 속

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게임은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재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액체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콘텐츠’ 또한 상업적인 맥락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게

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임은 또한 ‘예술’이 아니다. 근대적 의미의 예술이 종언

을 고하고 있는 오늘날 게임은 물론 전통적인 문학이나 회화마저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준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게임은 문화산업의 팽창과 컴퓨터적 전환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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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브컬쳐의 맹아로부터 발화했다. 한편 게임은 ‘미디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디

어는 아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이며, 인

류학자들이 정의했듯이 ‘플레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

는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반면 미디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미디어

를 통해 세계로부터 소외된 존재의 간극을 매꾸고자 하며, 이미지·텍스트·사운드를 통해 

사물과 자연, 인간의 지각을 매개한다. 장난감은 미디어가 될 수 있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놀이’ 자체는 미디어가 아닌 것이다. 

  이 모든 것이면서 모든 것이 아닌 게임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면서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게임의 ‘기계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놀이/예술로부터 디지털 게임을 단절시켜야만 한다. 술래잡기나 장

기는 기계가 아니며 인간 언어와 제스쳐라는 기표적 기호 체계를 갖는다. 반면 디지털 게

임은 입력장치와 연산 장치, 메모리 기반의 비 기표적 기호체계로 이뤄져 있다. 보드게임

의 타일과 기물은 게임판이 아닌 디스플레이장치에서 구현되며, 복잡한 컴퓨터 연산이 

외부 장치의 입력과 플레이의 재현을 매개한다. 디지털 게임 이전에는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대화, 손짓, 암묵지 등이 게임의 룰과 진행을 실천하는 주요 수단이었지만, 

오늘날 디지털 게임에서는 코드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작동이 이러한 인간 기호작용들을 

대신한다. 정리하자면, 컴퓨터는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기계화한 것이고 컴퓨터의 이러

한 연산 기능을 놀이에서 구현한 것이 디지털 게임의 본질이다. 즉, 게임의 존재론은 ‘놀

이를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기계’, 즉 놀이기계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연산이 

복잡화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커져가면서, 게임은 TV나 영화 등 올드미디어와 전혀 다

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이다. 

  리터러시(Literacy)는 전통적인 문자적 독해성, 의미의 해석과 협상 과정에 대한 전

통적인 미디어 담론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문자 시대(역사 시대)의 주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미디어 철학자인 빌렘 플루서에 따르면, 컴퓨터의 발명 이후 이

미지·텍스트·사운드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인간의 발화나 표상, 즉 기호 체계가 아니라 ‘기

술 코드’이다. 문자 시대의 미디어가 현실과 실존으로부터 주어진 것(Datum)을 재현하거

나 상상하는 모상(mimesis)의 세계라면, 기술코드의 시대의 새로운 원자인 코드는 주어

진 것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성하며 상상적인 것들을 실재로 데려

오는 탈 역사적 마법, 만들어진 세계(faktum)를 가능케 한다. 이 디지털 가상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모상이 아니라 참여(methexis)이다. 참여적이면서 상호

적인 미메시스인 메텍시스는, 플라톤이 공동체적이며 민주적인 제3의 공간이자 제3의 

실존이라고 부른 것으로서, ‘미학의 정치’ 에 도달할 수 있는 예술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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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분히 발달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별할 수 없게 된 오늘날, ‘플레이’는 리터러시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플레이 리터러시’라고 잠정적으로 부를 수 있

을 것이다. 플레이 리터러시는 단순히 놀이를 즐기거나 생성해내는 모방 능력을 넘어, 공

동체를 조성하고 참여적인 미학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인간 놀이 활동의 탈 역사적 국

면, 즉 기술코드와의 결합 및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담지한다. 

  플레이 리터러시는 코드로 된 형성물을 재해석하고,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하는 해킹(hacking)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해킹은 오히려 문자주의적 틀 안에서 만들

어진 전술적, 행동주의적 실천에 더 가깝다. 반면 인간이 향연을 통해 부(정신적 부)를 증

대시키고, 협력하며, 기술코드와 결합하는 능력인 플레이 리터러시는 오늘날과 같은 정

보자본주의의 촘촘한 그포획망 안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새로운 구술문화의 자장이 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문자적 리터러시 개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른바 ‘탈 문자적 문맹’ 상태야말로 더욱 시급한 해결 과제이며, 이는 디지털 가상

을 인클로저하는 구글과 같은 독점 플랫폼들이 판치는 토양이 된다. 또한 플레이 리터러

시의 저하는 디지털 호모 루덴스의 세계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가득찬 카지노로 전락시

키는 결과를 낳는다. 들뢰즈가 지적한 것처럼 네트워크의 부를 자아내는 기계적·탈영토

적 배치 권한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동일성의 요소들만을 반복하는 것이 자본의 힘이

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기계의 리듬 속으로 밀어 넣고, 복잡하고 거대한 분업을 

작동시키며, 생성된 가치를 다시 기계적으로 재배치한다. 달리 말한다면, 코드메이킹과 

게임 플레이가 가진 메텍시스적인 지평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그것을 철저히 새로운 노

동력으로 포섭하며 과거와 같은 임노동 형태가 아닌 지대이윤(유튜브)을 추구하거나 카

지노(확률형 아이템)자본주의로 끊임없이 변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적 게임(critical game)이나 시리어스 게임(serious game)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게임학(ludology)의 선구자들은 기존의 서사학과 인식

론적 단절을 시도하며,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보알의 포럼연극 개념을 디지털 게임에 도

입하고자 애썼다. 전쟁을 비난하는 게임, 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게임 등 인디나 상업게임 

영역에서 예제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용자가 게임 엔진과 코드를 변형시켜 새

로운 모드(mod)를 만들어내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텍스트와 그 결과에 개입할 수 있

는 이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메텍시스적인 공중을 마사지하는 작업은 비단 게임학자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에서도 이뤄져 왔다. ‘코드메이킹’ 은 최근 제작문화에서 급부상

한 개념으로서, 로우테크나 적정기술 뿐만 아니라 오픈 하드웨어, 오픈소스, 3D프린팅 

등 개방형 하이테크 영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제작(make)하는 행

위가 곧 그것을 통해 노는(play) 행위와 직접적으로 결부해 있다는 미학적 전제를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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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대중들이 꼭 어떤 기술적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새롭게 역설계하거나 해킹해

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본질이다. ‘비판적 제작’, ‘비판적 게이

밍’ 또한 수단론적 접근이라는 한계에 사로잡힌다. ‘플레이 리터러시’는 그런 엘리트적 강

박에서 벗어나, ‘놀이하는 인간’ 의 본질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코드 시대를 재발명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문제는 플레이 리터러시가 기계적으로 설계된 작동으로부터 어떻게 ‘예

상 밖의 결과’를 자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탐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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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방인가

중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공방이 바우하우스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할까. 수작업에 의존했던 중세에는 공방(workshop)이 생산의 중심이었다. 그러

나 기계생산이 일반화된 오늘날 생산의 중심은 공장(factory)이다. 그러므로 근대란 공

방으로부터 공장으로의 이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대의 조형을 대표하는 바우하우스는 

왜, 공장이 아닌 공방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일까. 바우하우스의 설립자인 그로

피우스는 1923년 이렇게 말했다.

“수공예의 교육은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간단한 

도구와 가장 복잡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하여, 바우하우스의 학생은 점차적으로 더욱 더 

복잡한 문제에 익숙해지고 기계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동시에 학생은 

처음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체 공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공장 노동자들

은 그 공정 중 한 단계만을 알고 그 이상은 전혀 모른다. 따라서 바우하우스는 상호자극

을 위하여 기존의 공업회사들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려고 하고 한다.” 
1)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우하우스 공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바우하우스가 지향

한 것은 공방 자체였다기보다는 공방에서만 가능한 ‘유기적 노동의 경험’이었다. 공장은 

기계를 중심으로 분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전체 과정을 알지 못

한다. 그러나 중세의 공방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장인이 전체 노동 과정을 장악하기 때

문에 유기적 노동이 가능한 것이다. 바우하우스는 분업 생산 시대의 디자이너에게 요구

되는 것이 창작과 생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체임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우하우스의 공방을 단지 시대착오적이고 낭만적인 퇴행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우하우스가 꿈꾼 것은 근대 사회에서의 문화적 통합, 유기적 

삶에의 의지였다. 어쩌면 그들은 근대의 중세인, 즉 문명 속에서의 ‘고상한 야만인(The 

Noble Savage)’이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는 19세기적인 낭만주

의와 윌리엄 모리스의 중세적인 공예관이 강하게 배어 있다.

 1) 

발터 그로피우스,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조직’, 1923. 

윤재희 외 편역, <바우하우스와 

건축>, 세진사, 1994. 28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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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점이 러시아 구성주의와의 차이점이기도 했다. 러시아 구성주의는 공장을 창

작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니, 창작과 생산의 구분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구성주의자

들, 생산이 곧 창작이었던 구성주의자들, 그런 그들로서는 공방과 공장의 구분이 무의미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요청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우하우스는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공장은 아직 창작의 장소가 될 수 없

었다.

바우하우스는 공장에서의 예술을 위해서 공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방을 공장의 

자궁으로 삼고 그로부터 새로운 조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바우하우스의 공방

은 공장과 달리 유기적 노동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공장 노동이 분업화되어 

있었던 반면에 공방 작업은 생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을 배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우하우스 공방이 갖는 성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세와 근대의 연결

바우하우스의 공방은 중세와 근대의 가교였다. 물론 공방은 중세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 단어이다. 하지만 바우하우스는 바로 그 공방을 통해서 근대로의 길을 열고자 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우하우스의 공방은 단지 중세적인 모델에 머물지 않고 근대로 나

아가기 위한 산실의 역할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근대의 공방 없는 공장은 곧 노동의 소외

이자 예술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공방에서의 유기적 노동과 창작이 선행될 때 공

장의 생산물이 예술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바우하우스는 중세와 근대를 잇

고자 했던 것이다.

예술과 기술의 통합

바우하우스는 통합을 추구했다. 그것은 예술과 삶의 통합,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의

미했다. 바우하우스는 근대 사회의 분화가 문화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문화적 

통합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연히 중세에의 낭만적인 동경과 연결된다. 이 또한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중세적인 삶이 그처럼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

문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중세주의는 서구 근대의 그림자로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오스발트 슈펭

글러의 ‘서구의 몰락’) 아무튼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추구했고, 그를 준비

하기 위한 장소가 공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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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교육의 합일

바우하우스의 공방은 생산의 장이자 동시에 교육의 장이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세의 공방 또한 생산 공간이자 동시에 교육 공간이었다. 장인들의 조합인 길드 역

시 그러한 기능을 뒷받침했다. 바우하우스는 근대의 기술혁신이 가져온 변화, 그것에 조

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기관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해

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랬을 때 바우하우스가 모델로 삼은 것은 교육과 생산의 결합체, 

즉 중세의 공방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19세기부터 이어져온 노작교육(勞作敎

育)의 전통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노작교육이 극복 대상으로 삼은 것

은 주지주의(主知主義)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자만을 양성하는 예술(을 위한 예

술)교육이었으며, 생산적인 예술교육이야말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오늘의 공방

공방은 시대마다 변한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는 자신만의 공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공방을 창작과 생산의 공간으로 정의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19세기에는 19

세기의 공방이, 20세기에는 20세기의 공방이, 21세기에는 21세기의 공방이 있다. 그렇

다면 오늘날의 공방은 무엇인가. 물론 현실은 중첩적이다. 오늘날에도 중세적인 형태의 

공방, 바우하우스가 추구했던 것 같은 예술과 기술의 통합으로서의 공방, 나아가 탈산업

시대의 팹랩(Fab Lab) 같은 공방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방들의 비동시적인 동시성 속에

서 미래의 새로운 공방 모델을 모색해나가는 것은 오늘날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백 년 전 

바우하우스의 공방을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공방을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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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933년은 바우하우스가 존립했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직조공방이 존

재했던 시기와도 같다. 직조공방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정책을 잘 

반영한 공방이 또 있을까? 직조공방은 바우하우스의 개교로부터 폐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변화와 수용, 때로는 저항을 통해 작업과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간 대

표적인 공방이라 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의 공방들은 필수적인 장비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바우하우스 공방의 생산 활동은 대체로 1922년에야 궤도에 올라서

게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직조공방과 제책공방은 처음부터 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시작

하게 되는데, 이는 앙리 반 데 벨데가 운영했던 공예학교가 바우하우스로 통합되는 과정

에서 그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조공방은 초기의 수공예 

작업에서부터 산업 직물, 건축적 재료에 이르기까지 바우하우스의 발전 단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행의 과정은 바우하우스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초기 바이마르 시대: 시각예술로서의 직물 

직조공방은 1919년 요하네스 이텐을 조형 마이스터로, 헬레네 뵈르너(Helene 

Börner)를 기술 마이스터로 하여 출발하였다. 헬레네 뵈르너는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인

데, 그녀는 앙리 반 데 벨데가 운영했던 공예학교의 교사였으며, 이 학교가 해체된 후 바

우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1924년 바이마르 시기까지 직조 공방의 운영과 기술 지도를 맡

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작업장이 아직 기본 설비조차 없었을 때 직조 공방에서는 일정 

부분 정규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열악한 재정 상태, 재료의 부족, 때로는 학생

들의 반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바우하우스 직조공방의 

학생들은 직조가 여성의 분야였던 만큼 모두 여성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직조를 하려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모던 디자인의 산실, 바우하우스의 공방

발제 2

안영주 ㅣ 디자인 이론가,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바우하우스 직조공방, 1919~1933

포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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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우하우스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기에, 판매를 위한 단순 복제 작업은 더더욱 흥미를 

끌지 못했다. 이는 뵈르너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불만의 중심에는 비예술적

이며 독창성 없는 형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작품들을 실험함으로써 종래의 것에서 탈

피하려는 욕구가 놓여 있었다. 군타 슈퇼츨(Gunta Stölzl)이 훗날 뵈르너에 대해 “옛 학

교의 침선 교사”라고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슈퇼츨과 학생들이 그 선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뵈르너가 직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직조를 가르칠 수 없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작업에 대한 관점의 불일치

가 가져온 신구세대간의 갈등으로 보인다.

  바이마르 시기 직조공방의 학생들은 예술적 표현에 경도되어 있었다. 1921년까지 

직조공방의 조형 마이스터였던 요하네스 이텐은 예술과 공예의 경계를 해소하겠다는 그

로피우스의 신조를 위협할 만큼 예술적 천재성에 대한 숭배와 개성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바이마르의 직조가들 대부분은 이텐의 예비과정을 통해 “재료를 가지고 하는 

놀이”에 몰두해 있었고 예술적 조형 언어를 직조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텐 이후 1927년까

지 직조 공방의 조형 마이스터를 맡았던 게오르그 무헤는 당시 직조가들 모두가 미술 애

호가들이었고, 처음에 그들을 바우하우스로 이끈 것은 직조가 아니라 클레나 칸딘스키

와 같은 화가들의 유혹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초기 바이마르 시기 직물들은 주로 회화적인 목적을 가진 타피스트리가 많

이 제작되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기의 직조는 섬유라는 매체를 활용했을 뿐 추상화와 같

은 시각 언어를 구현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술적인 차원이 아닌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인다. 슈퇼츨은 이 시기의 직물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화려한 장식, 갖가지 이념들로 무겁게 치장된 시(詩) 같은 것”이었다고 회상한

다.
1)

그러나 그로피우스와의 불화로 1923년 이텐이 떠났고,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

새로운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업적 생산의 방향으로 기수를 돌린다. 이에 따라 

직조공방 역시 보다 현대적인 산업 시스템에 적합한 생산 기관으로 변화해야만 했다. 그

러한 첫 시도는 1923년의 ‘바우하우스 전람회’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 전시는 바우하우

스에 있어서 ‘표현주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바우하우스가 그 강

령과 양식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에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현대적 

주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실험주택 ‘하우스 암 호른(Haus Am Horn)’은 여러 공방

의 합작품으로, 직조가들은 실내 디자인에서 있어서 안방과 거실, 어린이 방의 융단과 거

실의 벽간용 직물을 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리스 아인하르트, 마르타 에르프스, 베니

타 오테, 아그네스 로에, 군타 슈퇼츨 등이 참여하였으며, 바우하우스 총서 제3권 <바우

 1)

군타 슈퇼츨, ‘바우하우스 

직조공방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바우하우스 잡지> 제2호, 1931. 

한스 M. 빙글러 지음, 편집부 옮김, 

<바우하우스>, 미진사, 2001, 

5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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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의 실험주택>의 마지막 부분에 협력 공방과 제품, 제작자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

다. 

공예에서 산업으로: 실험실로서의 직조공방

1925년 데사우로 이전한 직조공방은 게오르크 무헤가 계속해서 조형 마이스터를 

담당했으며 군타 슈퇼츨이 기술 부분을 보조하여 운영되었다. 1922년 이미 직인 시험에 

합격했던 슈퇼츨은 공방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6년 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무헤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헤는 바우하우스를 떠나게 되었

고, 슈퇼츨이 뒤를 이어 여성 최초의 공식적인 하급 마이스터로 임명된다. 

이 사건은 바이마르에서부터 쌓여 왔던 직조가들의 불만에서 기인되었는데, 무헤는 

그 공방의 조형 마이스터이긴 했으나 여성들이 하는 직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 심

지어 그는 “내 인생에서 결코 내 손으로 실을 짜거나 매듭을 만들거나 직물을 디자인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라고 결심했을 정도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

시 그의 태도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헤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건축을 

하고 싶었다. 직조공방을 소홀히 했던 그의 방만한 태도는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

했고, 직조가들은 공방의 기술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을 담당해 왔던 슈퇼츨이 그들의 대

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슈퇼츨은 1931년까지 직조 공방

을 이끌게 된다.

데사우 시기 직조 공방은 본격적으로 산업용 디자인 문제에 집중하는데, 자카드 직

기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직기가 구비되었고 염색 시설이 확충되었다. 슈퇼츨은 

이에 따라 공방의 교육 커리큘럼을 재구성했으며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기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 과정으로, 

셀로판과 같은 다양한 직물 원료가 적합한가의 여부, 빛의 반사나 소리의 흡수와 같은 물

리적 특성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직물과 기계 생산에 관련된 디자인이 활발히 연구되었

다.  

일례로, 아니 알베르스는 1929년 소리와 빛을 동시에 처리하는 직물을 개발했는데, 

그녀는 빛의 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에는 셀로판을 사용하고 후면에는 소리를 차단

하기 위한 방음재를 사용했다. 면과 셔닐, 셀로판을 재료로 사용한 이 직물은 당시로서는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작품이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은 이 직

물의 기능이 너무도 뛰어나서 이것이 그녀의 "미국행 여권"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또한 마르셀 브로이어의 강관의자를 위해 개발한 직물은 특히 기능적 직물이라는 측

면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직물이 가지는 표피적인 장식이 아닌 무게를 지지



62

해주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광택 가공 면직물과 철사로 만든 이 직물은 착석한 사람

을 편안하게 지지해 줄만큼 유연하고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요컨대, 1920년대 후반, 바우하우스의 직조공방은 산업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

였으며, 새로운 직물 개발을 위한 ‘실험실’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직물 회사들과의 대량생산을 위해 직물 디자인 견본집이 주기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러한 직물 견본들은 바우하우스의 특징과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조적 재료: 건축에서의 직물 

이처럼 산업 생산을 위한 직물 개발은 바우하우스의 2대 교장이었던 한네스 마이어

(1928~1930)의 시대에도 지속되는데, 마이어는 예술보다는 산업과 생산을 중시했으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기능적인 제품을 만들어 학교의 수익을 늘리고자 했던 인물이다. 마

이어의 방침에 따라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직물은 보다 기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덜 미학

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건축 교육을 체계화하고 건축과 가구 부분에서 계획, 실천

된 모든 것들을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마이어의 이상은 직조공방의 변화를 예고

하는 것이었다. 

직조공방의 학생이자 이후 마이어와 결혼하게 되는 레나 마이어-베르그너(Léna 

Meyer-Bergner)는 마이어 체제 하에서 직조공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과 같

이 회고한다.

우리 여성 직조가들은 어느 날 한네스 마이어와 함께 작업실에 모여 토론을 했

다. 그리고 그때 구조적인 재료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알려진 바우하우스 직물들, 즉, 장식용 재료나 벽걸이, 카페트 등 순전히 형식적

인 사물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는 카페트 대신에 리놀

륨과 같은 구조적인 재료를 생산해야 했다. 열띤 토론이 있었다.
2)

위의 내용은 마이어가 요구하는 ‘구조적 재료’와 이를 생산해야 하는 직조가들의 혼

란을 보여준다. 레나 마이어가 사례로 든 리놀륨은 마직포에 천연수지 등을 가열 압착하

여 장시간 건조시켜 만드는 것으로, 실내 바닥재로 쓰이는 재료이다. 따라서 구조적 재료

라는 것은 건축의 필요나 문제에 부합하는 건축적 용도를 지닌 재료라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직물은 이제 건축의 질서 안에서 논의되는 대상으로서 그 가능성을 탐구해야 했다. 

이러한 방향은 마이어 이후 3대 교장인 미스 반 데어 로에(1930~33)의 시대에서 더욱 강

화된다. 

2)

 Anja Baumhoff, Gender, Art, and 

Handicraft at the Bauhaus, Ph.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4, p. 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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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의 지도 아래 바우하우스는 건축학교의 노선을 따라 발전해 갔다. 미스는 각각

의 공방을 ‘실내 디자인’의 방향으로 재구성했고 건축의 모든 면과 연결시켰다. 군타 슈퇼

츨이 <바우하우스 잡지>에 기고한 ‘바우하우스 직조공방의 발전’이라는 글은 건축 안에

서의 직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직조가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내에 있어서의 직물은 건축의 큰 질서 속에서 벽의 색깔이나 가구 및 설비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에 봉사해야 하며, 전체의 구성 속에 

편성시켜야 하며, 또한 우리들이 색이나 재료, 텍스처에 부과하는 요구를 아주 

정확하게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 다만 건축

의 예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줄 것이다.
3)

1931년 가을, 슈퇼츨이 떠나고 직조공방은 몇 달 동안 아니 알베르스가 지도자 역할

을 했으며 때때로 오티 베르거가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마이스터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대신 1932년 1월 직조공방의 책임자이자 벽화, 금속, 목공방을 합친 

통합 분과의 책임자로 릴리 라이히가 부임한다. 라이히는 미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

으며, 그와 함께 독일공작연맹 전시회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체코의 투켄다트 

하우스 인테리어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미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그녀가 

가진 건축에서의 경험은 직조공방을 건축적 관점에서 이끌어나가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

가받았을 것이다.

직조공방의 의미: 산업 모델의 실험실 

바우하우스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 기관이기도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완전한 모양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바우하우스가 당시의 상황 속에

서 생산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실현시켜나가는데 고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바우하우

스의 총서 제7권으로 발간된 <바우하우스 공방의 신제품>은 생산 기관으로서의 바우하

우스가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한 기록이라 하겠다. 이 책에는 가구공방, 금속공방, 직조

공방, 도자공방의 제품 사진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2개의 공방 목록 중 4개에 해당

된다. 아마도 이 네 개의 공방만이 이렇다 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바

우하우스에서 주요 수익을 담당했던 공방들이었다.
4)

 그 중에서도 특히 직조공방은 다른 

공방들이 정책에 따라 통합되고 사멸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건재 했던 대표

적인 공방이다. 

 바우하우스가 공예에서 산업디자인, 그리고 건축으로 그 변화의 역사를 보여준 것

3)

 군타 슈퇼츨 샤로운, ‘바우하우스 

직조공방의 실용적 직물류’, 

<바우하우스 잡지>, 데사우, 1931년 

7월. 한스 M. 빙글러(2001), 161쪽 

참조. 

4)

바우하우스에서 수익을 내었던 

4개의 공방과는 달리 칸딘스키의 

벽화공방이나 슐레머가 이끌었던 

조각공방과 무대공방 등은 적자 

운영이 되었던 곳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자율적인 예술의 가치가 

의문시되기 시작했으며, 슐레머와 

칸딘스키는 이러한 실용주의에 

맹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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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바우하우스의 직조공방 역시 이미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수공예에서 

출발해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용 직물의 개발과 원형 제작에 몰두했으며 종국에는 건축

과의 관계 속에서 직물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비록 당시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대부분이 

실제로 제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제작한 것은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유일한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이들의 실험이 현대 직물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바우하우스가 폐교된 이후에도 바우하우스 직조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는데, 

아니 알베르스와 같은 직조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바우하우스 이념의 전달자’로서 블랙

마운틴 대학에서 후대를 양성하는 한편, 로젠탈(Rosenthal)이나 놀(Knoll)과 같은 기업

들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디자인과 산업을 위한 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이처럼 직조공방의 성과는 수익 면에서나 작업의 위상면에서나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직조공방은 바우하우스의 역사에서 거의 주목을 받

지 못했다.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직조라는 장르가 미술과 공예라는 위계질서 안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더불어 직조가 여성의 일이었다는 점이 그 위상의 

하락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다. 여성과 직조, 나아가 이중의 결핍이 중첩된 ‘여성이 하는 

직조’는 전통적으로 낮은 지위를 공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브로이어의 의자를 모던 디

자인의 상징적인 형태로 주목하지만, 그 의자의 직물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 역사에서 소외된 또 다른 역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

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바우하우스의 직조가들이 실험

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현대적인 직물의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이 

바우하우스의 직조공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는 일은 감추어진 역사를 발

굴하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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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주의적 모색: 기능에 대한 오해

바우하우스의 시작은 예술과 공예의 협력이었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 창립선

언문에 “공예가와 예술가가... 함께”라고 적고, “과거의 모든 위대한 작품은 공예의 완벽

한 습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초기 바우하우스 공방은 그런 이상에 

따라 형태 마이스터와 기술 마이스터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 금속공방의 첫 형태 

마이스터는 화가이며 색채이론가였고, 열렬한 신비주의 종교인이기도 했던 요하네스 이

텐이었다. 기술 마이스터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수차례 바뀌었다. 이텐의 수학적 아

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금속 작업에 대한 무지로 당시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표면

의 반복적 문양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1922년 은세공을 수련한 크리스찬 델이 기능 마이

스터로 부임하면서 공방의 작업은 안정을 찾는다.

이텐이 추구한 형태는 그로피우스의 이념적 지향점과 달랐다.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그로피우스는 1923년 3월 이텐을 사임시키고 모호이너지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구성주

의 화가로 시작하였지만 모호이너지는 “우리 세기의 현실은 기술이다. 기계를 고안하고 

만들며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계와 생산에 대한 인식이 이텐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

만 금속 작업과 생산 경험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바우하우스가 이텐의 영향 및 금

은세공의 전통적 인식과 관행을 벗어나는 데에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당시 금속공방의 

금은세공인들은 와인 주전자, 사모바르, 정교한 장신구, 커피 기구 등을 만들었으며 자존

심 때문에 철금속의 사용을 꺼렸다. 그들에게 전기 사용 제품이나 조명 설비의 대량생산

용 사전 모형을 만들자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선풍

기와 전기주전자, 전기청소기가 개발되어 시장에서 볼 수 있던 시기였다.    

 마리안네 브란트가 기하학적 형태로 만든 주전자 ‘MT49’는 그런 과정의 산물이었

다. 반구와 원반 등이 모인 형태를 아름답게 조합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생각을 새로

운 방식으로 제품에 접목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물건이었다. 특히 흑

단으로 만든 원판을 반으로 잘라놓은 손잡이로는 주전자를 제대로 들 수 없었고, 시선을 

이주명 ㅣ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모던 디자인의 산실, 바우하우스의 공방

발제 3

바우하우스의 금속공방 - 수작업에서 비즈니스로

포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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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예술품에 머무를 뿐이었다. 기하학의 이데올로기가 기능에 대한 고민을 덮어버렸

다.

기술의 중요성: 기계 생산의 형태 

1923년 여름 바우하우스는 대외적으로 성과를 과시하는 최초의 전시회를 열며 1919

년 창립선언문의 ‘공예’를 ‘기술’로 대체한 새로운 선언을 했다. 예술과 산업의 연계를 위

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수작업이 아닌 산업의 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시회 

개최의 의도는 이념의 표방 못지않게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당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

하려는 것이었다. 전시 기간 동안 15,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실험성에 대한 호평도 있었

으나 당장 많은 산학협력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일시적이고 과시적인 전시와 실제 대

응이 다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우하우스가 공장이 아닌 학교였고 직원

이 아닌 학생이 주였다는 점이다. 제품도 잘 모르고 교육이 우선시 되어 책임지우기 힘든 

누군가에게 자기의 제품 개발을 선뜻 맡길 공장주는 거의 없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그로

피우스와 모호이너지는 자신들이 산업화의 능력이 있고 또한 열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하였다. 

  ‘MT49’ 주전자를 포함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그중의 하나는 칼 야코프 유커

와 빌헬름 바겐펠트의 일명 바우하우스 램프였다. 이는 불투명한 우유빛 유리 갓을 이용

한 최초의 조명기구였으며 현대 산업디자인의 감각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후대가 평가한 

작품이었다. 1924년 라이프치히 무역박람회에 출품하면서 유커와 바겐펠트는 기계 생

산을 연상할 수 있도록 동일한 바우하우스 램프 30개를 두 줄로 배치하였다. 하지만 관

람하던 소매업자와 제조업자들은 그 램프가 매우 조잡한 기계 기술로 만든 싸구려로 보

였기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 제품들은 시설이 미비한 공방에서 구형 광택

기 한 대로 엄청난 공력를 들여 제작한 수공예품이었음에도 말이다. 박람회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그 사실을 전하며 그로피우스와 모호이너지에게 기계 생산의 필요성을 역설했

다. 

  그때까지 바우하우스는 산학 협력 방식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지만 산업과 직접

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기계 생산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기준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

다는 생각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제품이 기계 생산되지 않았

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향후 기계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만약 기계 생산이 된다면 이런 모양일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제품 형태의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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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실험실: 비즈니스의 체계화

1925년 데사우로 이전한 후 금속공방, 목공방 등은 유지되었지만 도자기나 조각 관

련 공방들은 문을 닫았다. 그로피우스는 산업과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로운 프로그

램을 발표했다. 공방은 산업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실험실’로 규정되어 생산 이전에 다양

한 모형을 시도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한 것을 원형으로 생산업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그

해 11월에 마케팅을 담당할 바우하우스 유한회사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금속공방은 시설

이 좋았고 조명 기구 제작이 핵심적인 작업이었다. 

  마리안네 브란트는 금속공방의 책임을 지고 산업 현장의 관계자를 면담하며, 자신

들의 역할이 산업디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우하우스는 1928년 라이프치

히의 쾨르팅 마티센 사와 조명 기구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업체와 관계

를 맺는다. 기업은 바우하우스에 기술과 제조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금속

공방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계약에 따라 바우하우스

의 작업자들은 정기 수당과 판매 실적에 따른 로열티를 받았으며, 대신 형태의 권리를 기

업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바우하우스와 쾨르팅 마르센 사의 협력 관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1933년까지 25

개 이상의 칸뎀 조명 기구 모형이 만들어졌다. 바우하우스가 칸뎀 램프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금속공방의 작업으로 기능의 형태적 표현이 더 명료해지고 형태의 단순성이 

실현되었다. 전통적인 미술품이나 공예품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칸뎀 램프는 형태와 기능

의 조화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1928년 이후 1932년까지 칸뎀 램프의 누적 판매

량은 5만 대에 달했다. 

  금속공방의 작업은 아니었지만 마르셀 브로이어의 강관을 구부려 만든 의자는 빼

놓을 수 없는 바우하우스의 금속 작업이었다. 1925년 최초의 강관의자였던 바실리 의자

는 강관을 교차시켜 튼튼하면서도 ‘아주 가볍게 보이고’ 실제로도 가벼웠다. 가볍다는 특

징으로 이동이 쉽고, 분해 가능하고 부품 교환도 문제없었다. 그러면서도 강관의 비틀림

과 허공에 걸린 직물 바닥의 유연성으로 쿠션 있는 의자처럼 안락하였다. 단순한 재료와 

구조로 청결 유지가 쉽고 대량생산이 용이하여 경제성도 확보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의

자나 탁자 같은 가구의 구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바우하우스에는 강관을 구부려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별 

수 없이 브로이어는 외부 철물 제조공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의자를 완성하였다. 바실리 

의자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브로이어는 1926~27년에 그 기술을 활용한 의자의 개발, 

판매를 담당할 스탠다드 뫼벨 사를 베를린에 설립하였다. 다양한 의자들이 만들어졌고, 

1928년 바우하우스 잡지의 첫 호가 발간되었을 때 스탠다드 뫼벨 사의 광고가 실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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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과 2~3년 만에 금속은 가구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브로이어는 금속 재료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금속 가구는 현대적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다.”

  바우하우스의 2대 교장 한네스 마이어는 바우하우스의 공방들이 예술에 너무 치중

하여 생산 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다수의 가치 향유는 그의 사회주의적 이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각 공방의 생산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학생들이 조형 원리가 아닌 보편적

인 사물 생성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목들로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불과 2년 후 내외

부의 갈등으로 쫓겨나면서 마이어는 자신이 바우하우스의 매출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항

변할 수 있었다. 

공방의 의미: 비즈니스의 산실

1929년 한네스 마이어의 건축 중심 정책에 따라 금속공방은 목공방, 벽화공방과 함

께 건축을 지원하는 실내마감 공방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그 다음해 마이어가 사직하고, 

새로 부임한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바우하우스를 완전히 건축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공방

보다 학과 중심의 체제를 구성한다. 나치와의 충돌로 1932년 데사우 바우하우스가 문을 

닫고 그 다음해 베를린에서 바우하우스는 공식적으로 폐교한다. 

  다만 금속 작업이 공방 체제의 소멸과 더불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마이어

가 해임된 해인 1930년 21살로 입학한 하인리히 지그프리트 보어만이 2년 후 탁상등의 

몸체 전체를 파이프로 구성하여 더욱 혁신적인 'N0.943' 칸뎀 램프의 디자이너로서 이

름을 올렸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 칸뎀 사와의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이지만, 그보

다 바우하우스의 공방으로 대표되는 축적된 산업화 노하우와 인적 연계, 실험정신과 공

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바우하

우스의 금속공방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품의 원형과 시대의 전형성을 주의 깊게 개발

하고 끊임없이 개량하는 실험실이었다. 1932년 바우하우스의 조직도에서 금속공방은 공

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런 개발과 개량을 계속 일으킬 만한 시설이나 구성원, 연

계망, 경험과 정신은 존재했던 것이다. 공방에서 비즈니스는 현장이고 생동감을 유지시

키는 원천이며, 공방의 실체는 물리적이면서도 정신적이고, 태도이면서 기술이기도 한 

복합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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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그래픽 인쇄공방

: 인쇄 출판을 통한 홍보와 수익 창출

바우하우스는 바이마르 공예학교와 작센 대공(大公) 미술학교를 통합하여 만든 개혁적 

디자인 학교였다. 그래픽 인쇄공방은 바이마르 공예학교에서부터 운영되던 시설이었다. 

바우하우스의 창립자 그로피우스는 근대적 디자인 영역으로서의 ‘그래픽’의 역할에 대

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회원으로 활동했던 독일공작연맹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시 포스

터, 연감 발행 등을 통해 널리 외부에 알려졌다. 

그래픽 인쇄공방의 조형 마이스터는 독일 표현주의 화가 리오넬 파이닝어가, 기술 마

이스터는 카를 자우비처가 맡았다. 파이닝어는 주로 목판화에 열중하였고 그래픽에 활

자 대신 손글씨 레터링을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그래픽 인쇄공방은 활자와 활판인쇄를 

위한 기자재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대신에 수작업으로 이미지 복제를 할 수 있는 목판, 

동판, 석판화 기자재를 갖추고 있었다. 처음 몇 년간 학생들은 판화 기술을 익혔으나 1921

년 말엽부터는 학생을 교육시켜서 숙련된 기술자를 배출하는 공방이 아닌,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또한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익을 내는 공방으로 성격을 달리하

게 되었다. 

공방은 자체 프로젝트들을 기획하였는데 유럽의 국가별로 동시대 현대  회화를 소개

하는, 여러 권으로 기획된 ‘새로운 유럽의 판화’ 시리즈, 바우하우스 교육에 참여한 모든 

예술가들의 작품집인 ‘마이스터 포트폴리오’ 등이 그것이었다. 1924년 바우하우스 바이

마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다섯 권으로 기획되었던 ‘새로운 유럽의 판화’ 시리즈는 

완간되지 못했고, 당시 출판 시장에 컬러 석판화로 인쇄된 예술가들의 작품집은 공급과

잉 상태여서 바우하우스의 이러한 시도는 의도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많

은 유명 예술가들을 교육자로 확보한 학교라는 커다란 대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서울핸드메이드포럼 2019 모던 디자인의 산실, 바우하우스의 공방

발제 4

바우하우스의 인쇄공방 -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씨앗이 되다. 

김현미 ㅣ SADI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교수

포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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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자 모호이너지의 부임과 모던 그래픽 디자인 정신의 유입

네델란드의 모던 디자인 운동인 더 스테일(De Stijl)의 창시자 테오 판 두스부르흐는 

가장 모던한 예술가들이 모인 바우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바이마르로 이주하여 한동안 

학교 외부에서 바우하우스 학생들에게 더 스테일의 철학과 조형이론을 전파했다. 그는 

기계 생산을 통해 대량생산될 수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건축에서부터 타이

포그래피에 이르기까지 더 스테일 조형이 환경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후에 나타나는 바우하우스 그래픽 디자인의 형태적 변화는-내용을 조직하고 강

조하기 위해 등장하는 굵은 수평, 수직선, 직각으로 만나는 비대칭 구성, 레터링 대신 활

자체를 사용하는 것 등-구성원들이 더 스테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

 아직 건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그로피우스는 판 두스부르흐의 영향력

에 부담을 느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우하우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극을 받았고 

헝가리에서 온 구성주의자 라슬로 모호이너지를 기초과정을 맡고 있던 이텐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모호이너지는 법학도에서 예술가로 변신한 인물이었고 러시아,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에서 진보적 예술운동을 전개한 주요 인물들과 교류했다. 진보적 예술가

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예술을 결의하였다. 모호이너

지의 부임은 바우하우스에 그의 진보적 예술철학과 네트워크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는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적극적으로 익히고

자 했으며 사진술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었다. 그는 복제생

산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영향력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에 매우 능했다.  

1923년은 바우하우스의 변곡점이 되었다. 그로피우스가 선언한 ‘예술과 기술-새로

운 통합’은 학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알리는 구호이자 바우하우스의 교육 성과를 세상에 

선보이는 첫 전시의 주제였다. 모호이너지는 이 전시의 광고와 도록 같은 그래픽 디자인

을 지휘하였고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여기

에 기여한 것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neue Typhographie)’였다. 도록의 커버는 헤르베

르트 바이어가 디자인 했는데 비록 레터링이기는 했지만 크고 굵은 산세리프형 글자만

을 사용하여 조형의 경제성을 성취하였다.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인쇄 광고공방

: 새로운 바우하우스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담당

데사우로 이전하면서 그래픽 인쇄공방은 ‘인쇄 광고공방’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학생

이었던 25세의 헤르베르트 바이어가 맡게 되었다. 새로운 공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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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구입하는 일도 교수의 책임이었다. 바이어는 새로운 인쇄 광고공방의 운영을 위해 

그때까지 바우하우스가 갖추고 있지 않았던 대형 평판 실린더 인쇄기 한 대와 작은 인쇄

물을 만들 수 있는 두 대의 작은 플래튼(platen) 인쇄기, 그리고 활자를 구입하였다. 공방

의 역할은 바우하우스에서 필요한 모든 인쇄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것이었다. 

  데사우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로피우스는 외부 기금을 지원받아 오랫동안 염원해 

온 바우하우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바우하우스에서 디자

인 된 모든 주요 시제품의 사진과 개요를 담은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

는 바이어가 디자인하고 학교의 공방에서 인쇄까지 마친 첫 프로젝트였다. 바우하우스를 

알리는 엽서, 포스터, 커리큘럼 등 정보디자인, 레터헤드, 바우하우스 회사가 박람회에 

참여할 때 필요한 그래픽 매체 등 공방은 주로 실무 인쇄를 진행하느라 다른 공방과 같이 

소속된 학생들을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인쇄 실험을 하였고 

바이어의 지도에 따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익혔다.

  1926년,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공식적인 개교와 함께 첫 공식적인 정기간행물, <바

우하우스 잡지>가 출간되었다. 계간지로 매 호 무대, 건축, 광고 등 주제를 달리하며 일상

과 예술이 만나는 접면을 소개한 이 잡지는 1931년에 폐간될 때까지 바우하우스 총서와 

함께 담론과 지식을 생산해내는 바우하우스의 또 다른 역할과 위상을 만들어 내는데 기

여했다. 바이어는 오직 산세리프 글자체와 활자 상자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절제된 구성

으로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타이포그래피를 보여주었다. 모던 타이포그래피

는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삼가하고 대신 가독성과 명확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매우 보편적으로 보이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옹호하였다. 바이어는 개인적인 

스타일을 넘어서자는 모던 타이포그래피가 또 다른 스타일로 자리 잡는 것을 모순으로 

보았다. 

DIN 종이규격과 소문자 전용 타이포그래피: 기능적 디자인의 리더십

재료와 형태의 경제성은 바우하우스 교육을 관통하는 원리였다. 1922년, 독일 산업

표준협회(DIN)는 A 포맷이라는 표준화된 종이 규격 체계를 개시했다. 바우하우스는 종

이 사용에 있어서 낭비가 없는 A 포맷으로 제작된 종이 규격을 즉각 채택하였고 바이어

는 이를 준수하는 레터헤드 디자인을 연구했다. A4 규격의 레터헤드 디자인에서 발신인

의 정보 위치를 고정하고 마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제안하였는

데 이는 접었을 때 A 포맷 규격의 봉투 창에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가 들어맞아 봉투에 다

시 수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효율적인 디자인이었다. 바이어는 이러한 내용의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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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화된 레터헤드에 대하여’를 1926년, 라이프치히의 광고예술 잡지 <오프셋>의 바

우하우스 특별호에 기고하였다.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종이의 경제성 뿐 아니라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독일어 문자 표기의 비효율성 문제가 부상하였다. 독일어 활자 조판을 소문자

로만 할 수 있다면 타이포그래피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했다. 바이어는 

“왜 하나의 소리에 A와 a의 두 개의 기호를 가지는가?”라고 물으며 소문자 전용 타이포그

래피의 실행을 그로피우스에게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그로피우스는 1925년, 바우

하우스에서의 모든 인쇄물에서 소문자만을 활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기능적 디자인

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합리한 관행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당

시 사회와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1928년 이후의 광고공방: 학교 내 에이전시에서 순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1928년은 또 다른 변곡점이 되었다. 그로피우스와 10년간 학교의 명성을 쌓는데 기

여한 핵심 인물들이 대거 떠났고 새로운 학장 한네스 마이어가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건

축교육이 시작되었다. 인쇄 광고공방은 광고공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요스트 슈미트가 

담당하게 되었다. 마이어 교장은 1929년 바우하우스에 사진학과를 처음 만들고 독일의 

사진가 발터 페터한스를 교수로 임명하면서, 슈미트와 페터한스 두 사람이 광고 교육에 

시너지를 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마이어의 시

대에 광고공방은 보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외부 광고와 전시를 위한 디자인을 수주하는 

데 주력하였다.

  마이어는 교육과정에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설

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체계화된 디자인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일례로 1928년에 

게슈탈트 심리학에 관한 연속강의가 바우하우스에서 열린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30년 

한네스 마이어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어 교장에서 해임된 후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세 

번째 교장의 자리에 올랐다. 미스는 더욱 건축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광고

공방이 전시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던 것을 그만두게 하는 대신에 요스트 슈미트로 하여

금 광고학과의 교육과정을 짜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바우하우스 인쇄공방의 영향

 : 예술가들의 디자인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데사우 바우하우스 인쇄공방의 활동과 결과물들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

어서 모던 디자인의 씨앗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와 시대정신을 보여주었던 예술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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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바우하우스 인쇄공방에서 비로소 활판인쇄라는 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구현되

었고 이는 당시 인쇄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바우하우스 전시회에서 새로운 타

이포그래피를 경험한 젊은 타이포그래퍼 얀 치홀트는 모호이너지가 발제한 ‘새로운 타이

포그래피’에 천착하여 후일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뿌리와 현황, 또한 매뉴얼 역할을 한 기

념비적 저서 <새로운 타이포그래피>(1928)를 남기게 되었다. 바우하우스의 학생이었던 

막스 빌, 테오 발머는 스위스로 돌아가 각각 취리히와 바젤 디자인 대학에서 스위스 모더

니즘이 꽃피울 수 있도록 바우하우스의 교육을 발전시켰다. 공방 책임교수는 아니었지만 

폐교 시까지 기초교육을 담당했던 요제프 알베르스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오랜 기간 여

러 대학에서 교육하면서 바우하우스의 시지각에 기반한 기초 그래픽 디자인 교육을 전

파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많은 교육과정의 기초교육으로 존재하고 있다. 

  데사우 바우하우스 시절 생산된 작업들은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즉, 시각물은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 개인적 취향이나 특수성보다는 시대의 보

편적인 글자체로 소통하겠다는 생각, 합리성을 관행보다 우선시 하여 소문자만을 쓰겠

다는 생각, 글자 조형도 최대한 경제성을 추구하여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정보의 위계와 

조직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생각 등이 다양한 매체와 글자체 디자인에 발현되었다. 

  그러한 생각들은 바우하우스에서 발행하거나 바우하우스를 다룬 매체에 주로 모호

이너지 또는 바이어가 쓴 글과 이론을 통해 표명되었다. 바우하우스의 인쇄 광고공방에

서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지만, 그 여파가 지

속되고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시각물은 생각을 구현해 보여주는 것이

어야 한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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